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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다모드 HMT는 트랙터의 형화,고 화,고효율,편의성 시

등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다모드 HMT는 입력축

과 출력축이 각각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입력축과 출력축이 각각 1

개인 기존의 기계식 다단변속기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여 설계에 많

은 시간이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다모드 HMT용 복합유성기어열

의 이아웃 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이고자 하 다.기존에

주로 용되고 있던 구조기반 설계 방법 신 성능기반 설계 방법

을 도입하여 설계자가 원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HMT용 복합유성기

어열의 이아웃을 모두 찾을 수 있게 하 다.본 논문에서는 이 설

계 방법을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에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모드 HMT에 성능기반 설계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모든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에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이런 규

칙을 찾기 해 단모드 HMT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모드 HMT에

용할 수 있는 특성을 악하 다.

다모드 HMT가 상용화되기 한 설계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

으로 복합유성기어열의 이아웃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다

모드 HMT의 두 입력축 속도비인 K에 의해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

와 기어비가 정해짐을 보 고 버 해석법을 이용하여 설계 조건에

부합하는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를 찾을 수 있음을 보

다.두 유성기어열의 두 유성기어가 아이들 기어 1개를 통해 서로

물려 있는 구조로 HMT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형식을 구하고,상

크기 비교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5종의 형식을 제시하 다.이 복합

유성기어열의 반경 방향의 크기가 최소 기어의 3배 이상 되어야 함

을 보 다.두 유성기어열의 두 유성기어가 동일 회 체인 구조로

HMT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복합유성기어열의 반경 방향

의 크기가 최소 기어의 7배 이상 되어야 함을 보 다.본 설계 방법

을 MATLAB의 GraphicUserInterface를 이용하여 설계 로그램

으로 제작하 다.

한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의 등간격 배치와

registryteeth를 만족시키기 한 결정식을 제시하여 복합유성기어

열의 기어비로 기어 잇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하 다.

주요어 :다모드 HMT,복합유성기어열, 버 해석법,복합유성기어열의 잇수 결정식

학 번 :2009-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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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국내의 트랙터 보 수는 그림 1.1과 같이 계속 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형 트랙터의 비 이 늘고 있다(StatisticsKorea,2013).

트랙터의 형화 추세는 기존의 벼농사 주의 소형 모델보다는

축산용을 비롯한 형 모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DA,

2010;한득희,2011).

Fig.1.1PopulationoftractorsinKorea.

국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2030년에는 배럴당 약

120달러에 이를 것으로 측되고 있다(KNOC,2010).에 지 문제와

더불어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용 트랙터의 배기가스

규제가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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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내외 배경으로 인해 고효율 친환경 인 형 트랙터의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국내 농업기계 회사들은 국제 경쟁력 해

외시장 확보를 해 고효율의 형 트랙터 개발에 힘쓰고 있다(김용

주,2011).

고효율의 형 트랙터용 변속기는 정유압-기계식 변속기(hydro

-mechanicaltransmission,HMT)가 표 이다.HMT는 무단변속

기(continuouslyvariabletransmission,CVT)의 일종으로 변속비를

연속 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단변속기에 비해 엔진을 더

효율 으로 쓸 수 있다(PfiffnerandGuzzella,2001).무단변속기는

일반 으로 다단변속기에 비해 동력 달효율이 낮은 단 이 있다.

이 단 을 개선한 무단변속기가 동력분기식변속기(power split

transmission,PST)이다.동력분기식변속기는 유성기어열을 사용하

여 다수의 경로로 동력을 달함으로써 동력 달효율을 높인다.즉,

동력 달효율이 높고 기어비가 고정되어 있는 기계경로와 동력 달

효율은 낮지만 가변 기어비를 갖는 베리에이터(variator)경로로 동

력을 달한다.HMT는 HSU(hydrostaticunit)를 베리에이터로 사

용하는 동력분기식변속기의 일종이다.

HMT는 동력 순환으로 인한 효율 감소,변속기의 부하 토크 증

가,HSU의 동력 달용량의 제한 등으로 무단 변속 구간이 제한된

다.따라서 HMT는 복합유성기어열을 사용하여 HMT내부에서 2-4

의 변속 모드를 갖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변속기 설계는 주로 구조기반 설계 방법이 사용된다.설계하려는

변속기에 합하다고 단되는 구조를 먼 정하고 설계 라미터

들을 최 화하는 차가 일반 이다(Rossettiand Macor,2013;

MacorandRossetti,2011;Linaresetal.,2010;Janulevici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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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dra,2008;Sung,2007;Conlon,2005).그러나 동력분기식변속기

에는 복합유성기어열이 사용된다.복합유성기어열은 그 형식이 많아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를 찾고 분류하는 것이 독립 인 연구 분야

로 존재한다(Tsai,2001;Kim,1990).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가 결정

되어도 설계 라미터의 수가 많아서 최 의 조건을 찾는 방법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 시행착오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Rossettiand

Macor,2013;MacorandRossetti,2011).따라서 복합유성기어열식

HMT의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HMT의 구조와 설계

라미터를 결정하는데 보다 체계 이고 효율 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모드 HMT용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이아웃을

설계하기 한 체계 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단순유성기어열

을 용한 HMT의 특성을 형식별로 비교 분석하여 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계없이 일반화하고 이를 복합유성기어열을 용한 HMT

로 확장하고자 하 다.HMT를 상용화하기 한 설계 조건을 제시

하고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를 성

능기반 설계 방법을 용하여 결정하고자 하 으며,이를 용한 설

계 소 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 다. 한 복합유성기어열을 제작하

는데 필요한 기 이론을 제시하고 소 트웨어로 설계한 복합유성

기어열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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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목

기존의 다모드 HMT의 개발 방식은 형식별 HMT특징을 분석하

고,그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이러

한 개발 방식은 모든 구조의 HMT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경

우에 따라 다른 방법을 용하 기 때문에 설계 방법론으로 발 시

키기가 어려웠다.본 연구는 성능기반 설계 방법을 용하기 하

여,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을 이용한 다모드 HMT의 설계 방법을

정립하고,체계 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유성기어열의 기구학 인 특성을 분석하여 유성기어열이 결합

되어 복합유성기어열을 형성하는 원리를 밝힌다.이를 통해 HMT의

주요 설계 요소인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를 수학 으로 표 하는

성능기반 설계 방법이 용 가능한 이론 기 를 만든다.

2)다모드 HMT에 성능기반 설계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복

합유성기어열의 구조에 무 하게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규칙을 찾기 해 단모드 HMT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모드

HMT에 용될 수 있는 특성을 악한다. 한 단모드 HMT의 특

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모드 HMT 형식 선정에 필요한 설계

변수를 제시한다.

3)다모드 HMT용 복합유성기어열의 이아웃 설계의 시간을

이기 한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상용화를 한 설계 조건을 제시

하고 이를 수식화하여 앞 장의 연구 결과들과 결합,성능기반 설계

방법의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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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계자가 다모드 HMT를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 방법을 용한 설계 로그램을 제작하여 설계 방법의

활용도를 높인다.

5)복합유성기어열은 잇수에 따라 조립 불가 는 동력 달오차

증 등의 상이 나타날 수 있다.일반 인 다단변속기에 쓰이는

복합유성기어열은 조립성을 만족시키기 해 기어비가 설계 목표치

와 정확히 맞지 않아도 변속기 성능에 크게 향을 주지 않았다.하

지만 HMT에 사용되는 복합유성기어열은 기어비를 최 한 정확히

구 해야 목표 성능을 구 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의 방법보다 개

선된 잇수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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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헌 연구

1.3.1.HMT에 한 연구

Kress(1968)는 HMT를 HSU(HydroStaticUnit)와 유성기어열의

조합 방법에 따라 3축과 4축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3축 시스템의 이

론을 정리하 다.3축 시스템의 input-coupledHMT와 output-coupled

HMT에 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2개의 유성기어열을 결합한 4축

시스템을 제시하 다.

Hedman(1988)은 HMT의 variator의 토크 달 효율뿐만 아니라

변속 효율을 고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해석 이론을 제시하 다.이

해석 이론은 variator의 토크 달 효율과 변속 효율을 상수로 보지

않고 함수 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해석하는 방법에

한 것이었다.Variator의 stroke에 따라 정확한 PST(PowerSplit

Transmission)의 변속비와 총 동 효율을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즉,원하는 PST의 변속비를 얻기 한 variator의 stroke를 정

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variator의 stroke를 open-loop로 제어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niusandResch(2004)는 variator의 효율과 유성기어열의 효율

을 100%로 보고 variator경로와 기계경로의 동 효율을 설정하여

PST의 동력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이 방법은

PST의 동력 흐름과 총 효율을 수학 으로 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효율과는 차이가 있다.

Conlon(2005)은 하이 리드 차량용 복합유성기어열식 다모드

PST에 버 해석법을 용하 다.Schmidt가 특허로 등록한 PST

의 구조를 버로 해석하고 제어 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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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ung(2007)은 Hedman(1988)의 네트워크 해석법을 개선하여

variator의 stroke에 한 PST 동 효율을 보다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이 방법을 사용하여 input-coupled PST와

output-coupledPST를 결합하여 동력 순환이 없는 PST의 구조를

제안하 다.

송 등(2007)은 버 분석법을 이용한 자동 6단 변속기의 설계 방

법을 제안하 다.부피가 가장 작은 복합유성기어열의 형식을 결정

하고,원하는 속도비를 구 하기 해 버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

다.

JanuleviciusandGiedra(2008)는 ReniusandResch(2004)의 기법

을 용하여 output-coupledHMT 각 요소의 토크 각속도를 계

산하고 트랙터 속도와 이들의 계를 구명하 다.

Linaresetal.(2010)은 한 개의 유성기어열로써 구 가능한 12가

지 형식의 PST를 분석하고 각 형식의 주요 설계 라미터를 제시

하 다.Sim(2011)등도 ReniusandResch(2004)의 기법을 용하

여 1개의 유성기어열을 사용한 12가지 형식의 HMT에 한 변속비,

록엎 속도,동력 순환 조건, 동 효율,토크비를 록엎 속도에 한

PST출력 속도비로써 제시하 으며,각 형식의 특징을 비교하기

한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와 형식 선택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Macor(2011)등은 특정 구조의 HMT에 하여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설계 변수를 구명하 다.HSU의 효율 맵을 입력하

고,실용 인 기어비의 범 에서 HMT의 동력 달효율을 최 로 하

는 설계 변수를 구명하 다.Rossetti(2013)등은 Macor(2011)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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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HSU의 동력 달용량이 커질수록 HMT의 동력 달효

율이 높아지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HMT 동력 달효율과

HSU의 동력 달용량을 고려한 최 화 기법으로써 특정 HMT의 설

계 변수를 구명하 다.

1.3.2.복합유성기어열에 한 연구

Benford(1981)는 유성기어열의 각 회 축에 한 속도와 토크를

도해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버 해석법을 제시하 다.

Lynwander(1983)는 유성기어열에서 유성기어의 등배열 조건을

제시하고,복합유성기어열에 확 용하 다.이 조건은 유성기어

열의 조립과 동력 달오차를 인다.

Kim(1990)은 graphtheory를 복합유성기어열에 용하여 복합유

성기어열을 분류하는 방법과 복합유성기어열을 선정하는 문가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독립 인 속도 성분의 개수로 복합유성기어

열을 분류하여 7개 이하의 속도 성분을 갖는 복합유성기어열 642개

의 모든 구조를 제시하 다.

Litvin(2002)등은 Lynwander(1983)의 유성기어 등배열 조건에

한 수학 인 오류를 보정하여 보다 정확한 해를 제시하 으며,이

방법을 통하여 동력 달오차를 일 수 있는 기어의 치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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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 배경

2.1.HMT의 구조와 종류

2.1.1.단모드 HMT

단모드 HMT는 하나의 유성기어열과 HST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 펌 의 행정 변화에 따라 연속 으로 변속비를 변경할 수 있

다.그림 2.1과 같이 유성기어열이 출력축과 결합되고 입력축이 커

링된 형식을 input-coupledHMT라고 하며,유성기어열이 입력축

과 결합되어 있고 출력축이 커 링된 형식을 output-coupledHMT

라고 한다.

(a)Input-coupled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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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tput-coupledHMT

Fig.2.1Structureofsingle-modeHMT.

단모드 HMT는 변속비에 따라 기계경로와 유압경로를 통하여

달되는 동력이 변한다.유압경로를 통하여 달되는 동력이 많으면,

체 인 효율이 떨어지고 HST의 동력 달능력이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HST의 동력 달능력이 제한되면 실제 구 할 수 있는

HMT의 변속비 범 가 작아진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

림 2.2와 같이 단모드 HMT와 독립 인 부변속기를 결합한 형태의

HMT가 있다.이 부변속기는 기계식 다단변속기이고 부변속기의 기

어비를 변경하여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그러나 주행 에는

부변속을 변경하면 변속기가 불연속 으로 변경된다.주행 에 부

변속을 변경하면 부변속의 변속비에 의하여 HMT의 변속비가 순간

으로 최고에서 최 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엔진 속도가 일정할

때 가속하는 경우를 로 들어 보면,단모드 HMT가 최고 속도에

이르면 부변속을 한 단계 높여야 하고 동시에 단모드 HMT는 최고

기어비에서 더 낮은 기어비로 변속되어야 차량의 속도가 격히 바

지 않는다.그러나 HMT의 변속비는 HST의 기어비에 의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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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HST의 기어비는 유압 펌 는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사

의 경사각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사 의 경사각은 성에 의하여

연속 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사각을 변경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Fig.2.2Blockdiagram ofsingle-modeHMT

withindependentsubgears.

2.1.2.다모드 HMT

그림 2.3과 같은 구조의 다모드 HMT는 단모드 HMT의 유성기

어열 신 복합유성기어열을 사용한다.복합유성기어열의 2축은 유

압경로와 기계경로의 입력축으로 사용되고,나머지 축들은 출력축으

로 사용된다.각 모드에 따라 출력축이 다르고,모드가 변경될 때에

는 보조 변속기의 클러치가 해당 출력축과 다모드 HMT의 출력축

을 연결하여 동력을 달한다.일반 으로 트랙터용 다모드 HMT는

그림 2.3과 같은 input-coupled HMT를 사용하고 있다.다모드

HMT는 2모드와 4모드 이상으로 구성된 다모드 HMT로 나 수

있다.2모드 HMT은 효율이 떨어져 4모드 이상의 HMT가 주로

용되고 있다.4모드 이상의 HMT설계에 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룬

다.2모드 HMT는 4모드 이상의 HMT에서 복합유성기어열의 출력

축 한 개를 삭제한 형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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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Blockdiagram ofmulti-mode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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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성기어열

유성기어열(planetarygeartrain)은 그림 2.4와 같이 선기어,링기

어,복수의 유성기어,유성기어를 지지하며 회 하는 캐리어로 구성

된다.

Fig.2.4Structureofplanetarygeartrain.

유성기어열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자유도가 2인 기어열이다.

2.외부에서 지지하는 회 심(유성기어열 회 심)은 하나이며,

모든 요소들이 이를 회 심으로 공 는 자 한다.



- 14 -

3.유성기어는 캐리어에 고정되어 캐리어축을 심으로 자 하며 동

시에 회 심에 하여 공 한다.

2.2.1.유성기어열의 속도 분석

유성기어열의 운동을 정의하는 용어와 개념은 각 연구자들에 따

라 조 씩 다르다.유성기어열의 속도 계는 공식 이용법,표 이용

법,순간 심 이용법 등 많은 수식이 개발되어 있다(Erdmanetal.,

2012).

유성기어열은 그림 2.4와 같이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축을

가지고 있으며,이 축들은 외부의 축과 연결되어 동력의 입출력축으

로 사용할 수 있다.이 3축의 속도 외에도 유성기어의 속도를 가지

고 있지만 유성기어의 운동은 유성기어열의 회 심으로 공 과

자 을 한다.유성기어를 통해 동력을 입력 는 출력하기 해서는

유성기어와 같은 속도로 공 하는 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유성기어는 보통 유성기어열의 입출력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유성기어의 운동은 공 과 자 으로 나 수 있다.공 속도는

캐리어축의 회 속도와 같고,자 속도는 캐리어에 한 유성기어의

상 속도로 표 된다.

그림 2.5의 유성기어열에서 유성기어(3)은 선기어(2)와의 (A)

를 순간 심으로 하여 회 한다.따라서 유성기어 자 심O’의 속

도는 식 (2.1)와 같이 표 된다.

 ′    ′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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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Velocityofthecenterofplanetgearintermsof

angularvelocitiesonsunandplanetgears.

같은 원리로 그림 2.6에서 유성기어의 자 심O’의 속도는 링기

어(5)의 회 속도로써도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2)

한 링기어의 피치원 반경 R5는 선기어와 유성기어의 피치원

방경으로써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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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Velocityofthecenterofplanetgearintermsof

angularvelocitiesonringandplanetgears.

한 유성기어의 자 심O’은 캐리어 의 한 이므로 식 (2.4)

와 같이 표 된다.

 ′  ×   (2.4)

식 (2.1)와 식 (2.4)로 부터 식 (2.5)와 같이 선기어와 유성기어의

속도 계를 구할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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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식 (2.2),(2.3),(2.4)로 부터 식 (2.6)과 같이 유성

기어와 링기어의 속도 계를 구할 수 있다.

 

 
 


(2.6)

식 (2.5)를 식 (2.6)으로 나 면 식 (2.7)과 같이 선기어,링기어,

캐리어의 속도 계를 구할 수 있다.

 

 



 


(2.7)

식 (2.5)와 (2.6)에서 유성기어의 회 속도()는 회 속도

를 나타내며,유성기어의 자 속도 즉,캐리어에 한 상 회 속

도는 식 (2.8)로 나타낼 수 있다.

    (2.8)

유성기어열의 속도 계를 복합유성기어열의 속도 계로 확장하

기 해서는 유성기어의 운동을 자 과 공 으로 나 어 고려해야

한다.

그림 2.7에서 선기어 상의 A의 속도 VA는 식 (2.9)에서와 같

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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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어의 자 속도는 캐리어에 한 유성기어 상의 A의 상

속도(VA/4)이다.유성기어의 자 속도는 식 (2.10)과 같이 표 되

고,유성기어의 공 속도는 캐리어 상의 A(4)의 속도(VA(4)/1)

로서 식 (2.11)과 같이 표 된다.

 × (2.10)

    × (2.11)

유성기어 상의 A의 속도는 식 (2.12)와 같이 유성기어의

자 속도와 공 속도의 벡터 합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2.12)

식 (2.12)에 식 (2.10)과 (2.11)을 입하면

× × × (2.13)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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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VelocityofpointArelativetoplanetgearand

ground.

링기어와 유성기어의 계에서도 같은 방법을 용하여,그림 2.8

의 B의 속도를 이용하여 유성기어의 자 속도와 공 속도의

계를 구할 수 있다.

  × (2.14)

  × (2.15)

   × (2.16)

     (2.17)

식 (2.18)은 유성기어와 링기어의 속도 계를 나타낸 것이다.

×  ×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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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VelocityofpointBrelativetoplanetgearandring

gear.

식 (2.13)과 (2.18)로 부터 식 (2.19)와 같이 선기어,링기어,캐리

어의 속도 계를 구할 수 있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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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복합유성기어열의 정의와 결합 원리

2.2.2.1.복합유성기어열의 정의

복합유성기어열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며,일반 으로 다

수의 유성기어열을 결합한 기어열을 의미한다(Kim,1990).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그림 2.9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복합유성기어열이 존

재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변속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인 형태로 국한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Fig.2.9Complexplanetarygeartrainrotatingabouttwo-line

axis

1.복수의 유성기어열을 결합한 것으로서 자유도가 2인 기어열이다.

2.모든 요소들의 회 심축은 모두 동일 직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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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원리

유성기어열에는 식 (2.13)과 (2.18)에서와 같이 선기어의 회 속

도,유성기어의 자 속도,캐리어의 회 속도,링기어의 회 속도,4

가지 속도 성분이 있다.

가장 단순한 복합유성기어열의 형태인 2개의 유성기어열이 결합

된 2단 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형태는 다음과 같다.유성기어열의

속도 계는 식 (2.13),(2.18)과 같이 2개의 식으로 주어지고 속도

성분은 각각 4개이다.따라서 2단 복합유성기어열의 속도 계는 4

개의 식으로 구성되는 8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된다.외부에서 입력되

는 속도가 2개라고 하면 속도 성분 6개는 미지수가 된다.속도 계

식이 4개,미지수가 6개이므로 속도 성분을 모두 구할 수 없다.따

라서 6개의 속도 성분을 모두 구하기 해서는 두 유성기어열의 속

도 성분 사이에 최소한 2개의 상 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속도 성분 사이의 상 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기어를 이용하

여 두 축을 연결하는 방법(기어 연결법)과 회 속도가 같도록 동일

회 체로 만드는 방법(동일 회 체 연결법)이 있다.기어 연결법은

그림 2.10과 같이 일반 인 기어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동일 회

체 연결법은 그림 2.11(a)의 캐리어 1(Ca1)과 링기어 2(R2)를 연

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이러한 연결법에 의하여 두 축의 속도

계는 식 (2.20),(2.21)과 같은 상 계로 표 될 수 있다.

  × (2.20)

   (2.21)

여기서 R은 기어11과 12의 기어비로서 


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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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0Agear-connectionmethod.

회 축을 심으로 자 만 하는 선기어(2),캐리어(4),링기어(5)

에는 동일 회 체 연결법만 용할 수 있다.이를 기어로써 연결하

면 그림 2.9와 같이 유성기어열의 회 심축이 동일한 직선상에

놓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복합유성기어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성기어는 자 과 공 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회 축을 심으

로 자 하는 선기어,캐리어,링기어와 연결할 수 없다.유성기어의

자 속도()와 속도 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캐리어와 함께

공 하는 요소와 연결하는 경우뿐이다.이때는 동일 회 체 연결법

뿐만 아니라 기어 연결법을 용할 수 있다.기어 연결법에 의하여

두 회 체의 자 심이 다르다 하더라도 캐리어에 의하여 동일한

회 축으로 공 하기 때문에 복합유성기어열의 정의에는 배되지

않는다.따라서 본 연구의 복합유성기어열 정의에 따르면,2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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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어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연결 방식으로 구성된다.

(1)그림 2.11(a)의 와 같이 유성기어열의 3축 2축과 다른

유성기어열 3축 2축이 동일 회 체로 연결된 형태.

(2)그림 2.11(b)의 와 같이 두 유성기어열의 캐리어축이 동일

회 체로써 연결되고,두 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가 동일 회 체

는 기어로써 연결된 형태.

(a)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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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2

Fig.2.11Examplesof2-stagecompoundplanetarygeartrain.

3단 복합유성기어열은 3개의 유성기어열을 결합한 형태로서 2단

복합유성기어열에 추가 유성기어열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12

개의 속도 변수에 의하여 6개의 계식으로 구성된다.2개의 속도

변수는 외부 속도로서 입력되기 때문에 실제는 10개의 속도 변수가

미지수가 되고 6개의 연립방정식이 구성된다.따라서 3단 복합유성

기어열의 속도 변수를 모두 구하기 해서는 추가 으로 4개의 식

이 요구된다.4개의 식은 앞에서와 같이 2단 복합유성기어열에서 2

개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2개의 식은 2단 복합유성기어열의 연결

상태에서 식 2개를 얻을 수 있고,2단 복합유성기어열과 추가 유성

기어열 사이에서 구할 수 있다.2단 복합유성기어열과 추가 복합유

성기어열의 연결 방식은 2단 복합유성기어열을 만들 때와 같다.

4단 이상 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원칙도 같은 원리를 용하여

일반화할 수 있다.즉,N단 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은 아래 2가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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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식 1개를 만족하여야 한다.

(1)(N-1)단 복합유성기어열의 회 축 2축과 추가된 유성기어

열의 3축 2축이 동일 회 체이어야 한다.

(2)(N-1)단 복합유성기어열의 캐리어축과 추가된 유성기어열의

캐리어축이 동일 회 체이고,(N-1)단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와

추가된 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가 동일 회 체 는 기어로써 연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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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순유성기어열을 이용한 단모드 HMT

3.1.단모드 HMT의 형식별 성능 특성

3.1.1.단모드 HMT의 형식

HMT는 2개의 경로를 통하여 동력을 입력받는다.즉,일반 기어

열로 구성된 기계경로와 HST로 구성된 유압경로로 분기한 후 이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여 출력하는 변속기이다.동력은 유성기어열을

통하여 동력을 분기하고 통합한다.그림 3.1에서와 같이 동력을 통

합할 때 유성기어열을 이용한 형식을 통합형 HMT(summarized

HMT) 는 input-coupledHMT라고 하며,동력을 분기할 때 유성

기어열을 이용한 형식을 분리형 HMT(divided HMT) 는

output-coupledHMT라고 한다.유성기어열의 선기어축,링기어축,

캐리어축은 각각 HMT의 입력축 는 출력축,기계경로,유압경로

와 연결된다.따라서 분리형 HMT와 통합형 HMT는 유성기어열의

3축이 HMT의 입력축 는 출력축,기계경로,유압경로와 연결되는

형식에 따라 표 3.1에서와 같이 각각 6개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a)Input-coupledHMT (b)Output-coupled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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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peed,=outputspeed,=speed of

planetary axisconnected tomechanicalpath,

=speed ofplanetary axisconnected tohydraulic

path,=speedreductionratioofmechanicalpath,

 =speedreductionratiobeforeandafterHST,

=speedreductionratioofHST

Fig.3.1TypesofHMTs.

Table3.1TypesofHMTs

Input-coupledHMT Output-coupledHMT

Type
Mechanical

path

Hydraulic

path

Output

shaft
Type

Input

shaft

Mechanical

path

Hydraulic

path

1 Sun Ring Carrier 1 Carrier Sun Ring

2 Ring Sun Carrier 2 Carrier Ring Sun

3 Sun Carrier Ring 3 Ring Sun Carrier

4 Carrier Sun Ring 4 Ring Carrier Sun

5 Ring Carrier Sun 5 Sun Ring Carrier

6 Carrier Ring Sun 6 Sun Carrier Ring

3.1.2.감속비

유성기어열의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축의 속도는 식 (3.1)과

같이 표 된다.

      (3.1)

where, =angularvelocityofcarrieraxis

 =angularvelocityofsungearaxis

 =angularvelocityofringgea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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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ofsungearteeth

 =numberofringgearteeth

그림 3.1(a)의 input-coupledHMT에서 HMT의 입력 속도가 

일 때, 기계경로를 통하여 유성기어열로 입력되는 속도는

  이고 유압경로를 통하여 입력되는 속도는   이

다.Input-coupleHMT의 형식 1은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축이

각각 기계경로,유압경로,출력축과 연결되므로   ,  ,

  이 된다.식 (3.1)을 용하면

        (3.2)

가 된다.따라서 감속비는




  


 


(3.3)

가 된다.Output-coupledHMT의 형식 1의 경우에는,유성기어열의

캐리어축은 HMT의 입력축과,선기어축은 기계경로와,링기어축은

유압식 경로와 연결되므로,유성기어열에서 출력되는 과 

HMT의 입력 속도 은 식 (3.1)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4)

한,출력축의 속도는 각 경로의 감속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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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이를 식 (3.4)에 입하여 감속비를 구하면













 
(3.5)

가 된다.같은 방법으로 표 3.1의 각 형식의 HMT에 한 감속비를

구하면 표 3.2에서와 같다.



- 31 -

Input-coupledHMT

Type
Sungear
speed,

Ringgear
speed,

Carrier
speed,

Speedreduction

ratio( 


)

1         


 



2          


 



3          




 

4           

 
 



5           




 

6           

 
 



Output-coupledHMT

Type
Sungear
speed,

Ringgear
speed,

Carrier
speed,

Speedreductionratio

1  


 

  




 




 

2  


 

  




 




 

Table3.2Speedreductionratioof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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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3.1.3.동력 순환

그림 3.2에서와 같이 유성기어열의 선기어,링기어,유성기어에

작용하는 선력 는 모두 같다.따라서 선기어,링기어 캐리어의

회 반경을 각각 ,,라고 하면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

축에 작용하는 토크 ,,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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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Tangentialforcesactingonplanetarygeartrain.

  ,  ,  

한,   이므로

   


(3.6)

   


(3.7)

    (3.8)

가 된다.

표 3.1의 input-coupledHMT의 형식 1의 경우,선기어축은 기계

경로와,링기어축이 유압경로와 연결되고,캐리어축에 출력 토크

이 작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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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된다.따라서 식 (3.6),(3.7),(3.8)을 이용하면

     


(3.9)

     


(3.10)

where=torquetoorfrom planetaryaxisconnectedto

mechanicalpath

=torquetoorfrom planetaryaxisconnectedto

hydraulicpath

이다.

HMT로 입력되는 동력 =은 기계경로로 달되는 동력

과 유압경로로 달되는 동력의 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11)

where,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for mechanical

path

=powertransmissionefficiencyforhydraulic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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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동력은 입력축에서 출력축으로 달된다.그러나 그

반 방향 즉,출력축에서 입력축 방향으로 동력이 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러한 경우를 동력 순환(powerregeneration)이라고 하

며,기계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하기 한 조건은 식 (3.11)에서




 


   (3.12)

이다. 이 조건은   일 때 만족되며,   일 때는

  


이므로    이 되기 해서는   가 되어야 한

다.즉,HMT의 출력 속도와 입력 속도의 방향이 반 이면 기계경

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한다.유압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하기

한 조건은




 


   (3.13)

이다.식 (3.2)에서 를 구하여 식 (3.13)에 입하여 정리하면




   


   

가 되며,이 조건은    


 는   일 때 만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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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때는 기계경로에서와 같이   를 하여   

가 되어야 하나,  이면    


이 동시에 만족되므

로   은 될 수 없고   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HMT의

출력 속도가

     


 (3.14)

이면 유압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한다. 식 (3.14)에서

 


은 유압경로가 고정되었을 때의 속도.즉,동력이 기계

경로로만 달될 때의 HMT 출력 속도이다.이 속도를 록엎 속도

(lock-upangularspeed)이라고 하면 식 (3.14)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의 경우에는 HMT의 입력 동력

이 캐리어축으로 달되고,선기어와 링기어는 각각 기계경로와 유

압경로로 연결되므로

  ,  ,  

가 된다.식 (3.6),(3.7),(3.8)을 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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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기계경로와 유압경로를 통하여 HMT 출력축으로 달된 토크

는 각각 


 


와


 


가 되고,HMT의 입력 동

력은

  





 


 





 


 (3.15)

가 된다.따라서 기계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하기 한 조건은







 


   (3.16)

이고,  일 때만 이 조건이 만족된다.즉,출력 속도와 입력 속

도의 방향이 반 일 경우에만 기계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한다.

유압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발생하는 조건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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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3.2의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에 한 감속비에서

를 구하여 식 (3.17)에 입하면




  


 


  

가 되며,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HMT의 출력 속도가

  

 
 (3.18)

일 때이다.식 (3.18)에서 

 
은 output-coupledHMT의 형

식 1에서 유압경로가 고정되었을 때의 속도.즉,동력이 기계경로로

만 달될 때 HMT의 출력 속도이다.따라서 유압경로에서 동력 순

환이 발생하기 한 조건은 록엎 속도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표 3.1의 input-coupled와 output-coupled

HMT의 모든 형식에 한 록엎 속도와 동력 순환이 발생하는 조건

을 구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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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Lock-up angular speed and conditions for power

regenerationofHMT

Input-coupledHMT

Type
Lock-upangular

speed
Mechanical
regeneration

Hydraulic
regeneration

1    


        

2    


        

3   


        

4   

 
        

5   


        

6   

 
        

Output-coupledHMT

Type Lock-upangular
speed

Mechanical
regeneration

Hydraulic
regeneration

1   

 
      

2   

 
      

3   


      

4    


      

5   


      

6    


      



- 40 -

3.1.4. 동 효율

HMT의 동 효율은 입력 동력  에 한 출력 동력 의 비

로 정의되며,input-coupled HMT의 형식 1의 동 효율은 식

(3.11)로부터 구하 다.식 (3.11)에서  


이고,식 (3.2)에서

를 구하여 식 (3.11)에 입하면

 



 








 


 




(3.19)

가 된다.출력 속도비를 록엎 속도    


에 한 HMT

출력 속도의 비로 정의하면 즉,

 



이면, 동 효율은 출력 속도비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20)

동력 순환이 일어날 때의 동 효율은 동력 순환이 아닐 때의 역

수가 된다.즉,기계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일어나면 식 (3.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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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되며,유압경로에서 동력 순환이 일어나면 


는 가

된다.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에서 은 다음과 같이 표 된

다.

   





 





(3.21)

 

 
과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의 감속비에서 

를 구하여 식 (3.21)에 입하면 동 효율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동 효율을 록엎 속도   

 
에 한 출력 속도의 비

 


의 함수로 표 하면 식 (3.22)와 같다.

 


       (3.22)

Input-coupledHMT의 경우에서와 같이,기계경로에서 동력 순환

이 발생하면 식 (3.22)에서 은 


이 되며,유압경로에서 동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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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발생하면 는 


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표 3.1의 input-coupled와 output-coupledHMT의

모든 형식에 한 동 효율을 구하면 표 3.4에서와 같이 형식에

계 없이 동력이 분기될 때,동력이 기계경로에서 순환될 때,동력이

유압경로에서 순환될 때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Table3.4PowertransmissionefficiencyofHMT

Input-coupledHMT

Powersplit Mechanicalregeneration
Hydraulic

regeneration












 






  









 






  

 










  



 ≤  ≤ 

Output-coupledHMT

Powersplit Mechanicalregeneration
Hydraulic

regeneration




      

 ≤  ≤ 




  


   

  

 


   




  

3.1.5.토크비

토크비는 출력 토크비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로 구분하 다.출

력 토크비는 HMT의 입력 토크 에 한 출력 토크 의 비로

정의하여,감속비와 동 효율로써 구하 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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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input-coupledHMT의 형식 1에 한 출력 토크비는 출력

속도비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3)

한,HMT 입력 토크에 한 유성기어열의 3축 즉,선기어축,

링기어축,캐리어축에 작용하는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각각







 


(3.24)







 


(3.25)







(3.26)

이다.

같은 방법으로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에 한 출력 토크

비를 구하면 식 (3.27)과 같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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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력 토크에 한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각각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 3.1의 input-coupled와 output-coupled

HMT의 모든 형식에 한 출력 토크비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를

구하면 표 3.5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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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5TorqueratioofHMTs

Input-coupledHMT

Type

Outputtorque

ratio(


)

Sungear

axis(


)

Ringgear

axis(


)

Carrier

axis(


)

1  




 









 





 






2  




 









 





 






3 

























 

4  


 






















 

5 

























 

6  


 






















 

Output-coupledHMT

Type

Outputtorque

ratio(


)

Sungear

axis(


)

Ringgear

axis(


)

Carrier

axis(


)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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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단모드 HMT 형식의 선택

3.2.1.선택 기

HMT형식의 선택 기 은 동 효율과 출력 토크비 유성기어

열 축 토크비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 동 효율은 유압경로의 동 효율보다 높고,기계경로의 동

효율보다 낮은 범 이어야 한다.

2)동력 순환의 범 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3)출력 토크비는 가능한 한 커야 한다.

4)유성기어열의 3축에 작용하는 토크 부하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3.2.2. 동 효율과 토크비

그림 3.3은 기계경로의 동 효율이   이고 유압경로의

동 효율이   (≠)일 때 출력 속도비에 따라 input-coupled

와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에 한 동 효율을 나타낸 것이

다. 동 효율이 유압경로의 동 효율보다 높은 구간을 HMT의 사

용 가능 속도라 하고,이를 출력 속도비로 나타내면 input-coupled

HMT의 경우   이었으며,output-coupledHMT의 경우에는

    이었다. 따라서 동 효율 면에서 input-coupled

HMT는 출력 속도가 록엎 속도보다 고속일 때 유리하며,

output-coupledHMT는 록엎 속도보다 속일 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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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Powertransmissionefficiencyforinput-coupledand

output-coupledHMTtype1.

그림 3.4는 HMT 12형식의 동 효율을 감속비( 


)에 따라 나

타낸 것이다. 동 효율이 최 일 때의 감속비는 HMT의 형식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설계하고자 하는 HMT의 감속비에 따라 합한

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Input-coupled HMT의 형식 3과 5,

output-coupledHMT의 형식 3과 5는 록엎 속도의 방향이 출력 속

도의 방향과 반 이다.따라서 이 2가지 형식에서는 HMT의 사용

가능 구간에서 출력 속도의 방향을 역 시키기 한 기어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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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Powertransmissionefficiencyofinput-coupledand

output-coupledHMTs.



- 49 -

그림 3.5는 선기어에 한 링기어의 기어비가 1:3일 때 출력 속도

비에 따라 HMT의 출력 토크비를 나타낸 것이다.출력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출력 토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HMT의 강도를 고

려하여 출력 속도를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출

력 속도비에서 HMT의 출력 토크비는 형식에 따라 최 16배의 차

이가 나기 때문에 형식 선택이 요하다.출력 속도비가 같을 때 출

력 토크비는 록엎 속도의 역수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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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Outputtorqueratiosvs.outputspeedratios.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와 출력 속도비의 계는 그림 3.6과 3.7과

같다.Input-coupledHMT의 형식 1의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

축에 작용하는 토크는 모두 출력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크게 증가

하며, 크기는 선기어축, 링기어축, 캐리어축 순이었다. 그러나

output-coupledHMT의 형식 1의 경우에는 그림 3.7에서와 같이 출

력 속도비에 계없이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축에는 일정한 크

기의 토크가 작용하며,토크의 크기는 input-coupledHMT에서와

같이 선기어축,링기어축,캐리어축 순이었다.유성기어열 축 토크비

는 유성기어열의 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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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Torqueratioofplanetarygearaxisforoutput-coupled

HMTtype1.

그림 3.7에서 제시한 형식 이외의 다른 형식들은 표 3.5에서와 같

이 input-coupledHMT에서 유성기어열 축 토크는 출력 토크에 비

례한다.그러나 output-coupledHMT에서 유성기어열 축 토크는 입

력 토크에 비례한다.그림 3.6과 3.7에서와 같이 input-coupled

HMT의 경우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출력 속도비에 따라 크게 변

하지만,output-coupledHMT의 경우에는 출력 속도비에 계없이

일정하다.따라서 유성기어열 축 토크가 HMT의 내구성에 미치는

향은 output-coupledHMT보다 input-coupledHMT가 더 크다.

그림 3.8은 록엎 속도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를 설계 변수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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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설계 변수에 따른 input-coupled와 output-coupledHMT의

형식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단,각 형식의 기계경로의 감속비()

와 유성기어열 기어비는 같다고 가정하 다.출력 토크는 록엎 속도

에 반비례하므로 록엎 속도가 빠를수록 출력 토크가 작았다.입력

토크에 한 출력토크의 비를 상 으로 비교하 다.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표 3.5를 기 으로 각 형식의 유성기어열 3축 유성

기어열 축 토크비가 가장 큰 축을 기 으로 비교하 다.

Input-coupledHMT의 1,2,3형식은 출력 토크가 크고,유성기어열

축 토크는 작다.4,5,6형식은 반 로 출력 토크가 작고 유성기어열

축 토크는 크다.Output-coupledHMT의 1,2,3형식은 출력 토크가

작고 유성기어열 축 토크도 작은 반면에 4,5,6형식 출력 토크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가 모두 크다.출력 토크비와 유성기어열 축 토

크비는 표 3.5와 같이 유성기어열 기어비에 의해 그 댓값은 변하

지만 그림 3.8의 상 인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a)Input-coupled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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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tput-coupledHMT

Fig.3.8HMTcharacteristicsbytype.

3.2.3.유성기어열 기어비

유성기어열 기어비를 선기어에 한 링기어의 기어비 (


)로 정

의하여,유성기어열 기어비에 따라 HMT의 동 효율을 나타내면

그림 3.9에서와 같다.유성기어열 기어비에 따라 HMT 최고 효율

지 이 바 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동 효율의 변화는 기어비

에 따라 동력 순환의 역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 55 -

(a)Input-coupledHMTtype1

(b)Output-coupledHMTtype1

Fig.3.9Powertransmissionefficiencybyspeedreductionratio

andplanetarygeartrain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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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효율의 특성은 록엎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록엎 속도는 유

성기어열 기어비에 따라 결정된다.출력 속도가 록엎 속도일 때의

감속비를 록엎 감속비(


)라고 정의하면 그림 3.10과 같이 HMT의

12형식에 따른 유성기어열 기어비와 록엎 감속비의 계를 나타낼

수 있다.유성기어열 기어비에 따라 록엎 감속비가 비례 으로 변하

는 형식은 input-coupled HMT의 5형식과 6형식,output-coupled

HMT의 1형식과 3형식으로 4개 형식이며 이 4개 형식을 제외하면

유성기어열의 기어비가 록엎 감속비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록엎 감속비의 크기는 input-coupledHMT의 경우 6,5,4,3,2,1

형식 순이고,output-coupledHMT의 경우에는 1,2,3,4,5,6형식

순이었다.그러나 2형식과 3형식의 록엎 감속비는 유성기어열 기어

비에 따라 그 순 가 바뀔 수 있으며,4형식과 5형식의 경우에도 동

일하 다.따라서 그림 3.8을 이용하여 1차로 HMT의 형식을 선정

하고 그림 3.10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HMT의 형식과 유성기어열

기어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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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0Lock-upreductionratiovs.planetarygeartrain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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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결론 요약

본 연구는 HMT의 12개 형식에 한 성능 특성을 제시하고,형

식 선정에 필요한 설계 변수를 제시하기 하여 수행되었다.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12개 형식의 HMT에 한 감속비,동력 흐름, 동 효율,출력

토크비,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의 특성을 제시하 다.

나.HMT의 동력 흐름 동 효율의 특성을 출력 속도비()의

함수로서 제시하 다.

다.HMT의 주요 설계 변수로 록엎 속도를 제안하 으며,록엎 속

도에 따른 HMT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HMT의 사용 가능 속도는 록엎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2)록엎 속도에 따라 동력 순환이 발생하므로 동 효율은 록엎 속

도에 따라 결정된다.

3)록엎 속도가 느리면 출력 토크비가 증가하며,록엎 속도가 빠르

면 출력 토크비가 감소하여 큰 출력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

력축 이후에 감속 장치가 요구된다.

라.HMT의 주요 설계 변수로서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를 제안하

으며,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에 따른 HMT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1)Input-coupled의 경우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출력 속도비에 따

라 감소하 으나,output-coupled의 경우에는 출력 속도비에

계없이 일정하 다.

2)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의 향은 입력 토크가 유성기어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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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비율로 분리되는 output-coupledHMT보다 출력 토

크가 유성기어열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리되는

input-coupledHMT가 더 크다.

마.록엎 속도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에 따라 HMT의 형식을 선

택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바.HMT의 록엎 감속비에 따른 동 효율 특성을 이용하여 유성

기어열 기어비를 결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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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합유성기어열을 이용한 다모드 HMT

4.1.다모드 HMT의 구조

일반 으로 트랙터용 다모드 HMT는 input-coupledHMT를 사

용하며 그 구조는 그림 4.1과 같고 입력된 동력은 분기되어 2개의

유성기어열이 결합된 복합유성기어열과 보조 변속기를 통하여 달

된다.각 모드에 따라 해당 출력축을 보조 변속기의 클러치가 출력

축과 연결되어 동력을 달한다.이때 보조 변속기는 모드가 변경되

어도 출력축의 속도는 연속 으로 변경되도록 기어비가 설정되어

있다.

ωin=HMT input speed,ωout=HMT output speed,ωm=speed of

compoundplanetarygeartrainaxisconnectedtomechanicalpath,

ωv=speed ofcompound planetary geartrain axisconnected to

hydraulicpath,ωn=speedofthen
th outputaxis(n)ofcompound

planetarygeartraintobeconnectedtothegearbox,n=numberof

output shafts of compound planetary gear train. rm=speed

reduction ratioofmechanicalpath,r1,r2=speed reduction ratio

beforeandaftervariator,rv=speedreductionratioofvariator.

Fig.4.1Structureofmulti-modeHMT.



- 61 -

4.2.다모드 HMT의 설계 조건

상용화되어 있는 HMT들의 공통 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이 조

건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를 들어 설계 조건

4)를 “복합유성기어열을 구성하는 유성기어열은 3개 이하로 한다.”

와 같이 변경하여서 본 논문의 설계 방법을 용해도 된다.본 논문

은 아래의 설계 조건을 기 으로 한다.

1)모드 변경 시 변속비가 연속 이어야 한다.보조 변속기에 의한

변속 충격이 없어야 한다.

2)HST를 통하여 달되는 동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HST의 출력축의 속도는 일정 범 (에서 까지)에서

연속 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4)복합유성기어열을 구성하는 유성기어열의 수는 최소이어야 한

다.

HST를 통하여 달되는 동력이 많을수록 HMT의 동력 달효율

이 떨어지고,동력 달용량이 큰 HST가 요구된다.HST의 변속 범

를 제한함으로써 HST의 구조와 제어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변속

충격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HST의 출력 속도가 연속 으로 변해

야 한다.

4.3.HST 출력축 속도 정의

그림 4.1의 다모드 HMT에서 복합유성기어열 입력 속도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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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출력 속도 과 유압경로의 출력 속도 로써 식 (4.1)과

(4.2)같이 표 된다.

   (4.1)

   (4.2)

두 입력 속도의 상 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4.3)

HST의 변속비는 정방향의 최고 변속비와 역방향 최고 변속비

사이에서 변하므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4)

여기서 =maximum speedreductionratioofHST

식 (4.3)과 (4.4)를 이용하여 HST의 출력 속도 범 를 표 하면

식 (4.5)에서와 같다.




 ≤ ≤


 (4.5)

HST의 최고 속도는 식 (4.6)과 같이 표 된다.



- 63 -

 


 (4.6)

식 (4.7)과 같이 HST속도비(K)를 기계경로의 속도에 한 HST

최고 속도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4.7)

HST의 출력 속도는 식 (4.8)과 같이 표 된다.

 ≤ ≤ (4.8)

4.4.모드의 변속 범 결정

다모드 HMT의 각 모드의 변속 범 는 에서 정의한 설계 조건

2)와 3)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HST가 달하는 동력의 비율은

식 (4.9)와 같이 표 되고 그림 4.2와 같이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Sim etal.,2011).

 


 


× (4.9)

 


(4.10)

where,Rv=ratioofpowertransmittedthrough

variator(HST),(%)

Pv=powertransmittedthroughvar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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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inputpowertoHMT.

ωnor=outputspeedratio,i.e.,ratioofoutputspeedto

lock-upspeedofHMT.

ωL =lock-upspeed,i.e.,outputspeedofHMT when

HSTislocked-up.

Fig.4.2Ratioofpowertransmittedthroughhydraulicpath.

HMT의 복합유성기어열은 두 가지 입력 속도를 가진다.기계경

로의 입력 속도는 으로 일정하고,유압경로의 입력 속도는

와 사이에서 변한다.

2.1.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모드 HMT는 변속 범 구간을

모드로 구분하여 HMT의 변속 범 를 넓히는 구조이고,각 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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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범 는 HST의 동력 달용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1모드는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기 하여 0의 출력 속도를 가져

야 한다.설계 조건 3)에 따라 각 모드의 출력 속도비는 그림 4.2의

1을 기 으로 앞뒤로 같은 범 이어야 한다.만약 0보다 작은 속도

를 가진다면,다시 말해 1모드로 후진이 가능하다면,1모드의 출력

속도비는 2이상으로 증가 한다.출력 속도비가 2이상 증가하면 그림

4.2에서와 같이 HST의 동력 달률이 50% 이상이 된다.즉,동력

달용량이 더 큰 HST를 사용해야 한다.따라서 1모드의 출력 속도비

는 0∼2이어야 한다.그러나 출력 속도비가 0에 근 하면 HST의 동

력 달률이 음의 무한 가 된다.이러한 상은 input-coupled

HMT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이므로,엔진 출력과 HMT 제어로써

해결하여야 한다.다른 모드의 변속 범 는 HST의 동력 달률을

50% 이하로 하고,출력 속도비는 1을 기 으로 최 속도와 최고

속도가 칭이 되도록 결정한다.표 4.1은 각 모드의 변속 범 와

HST의 동력 달률을 나타낸 것이다.설계 조건 1)을 만족하기 해

1모드의 최고 속도와 2모드의 최 속도를 같게 하여야 한다.이는

보조 변속기의 변속비를 조정하여 만족시킬 수 있다.n+1모드에

해서도 같은 원리가 용된다.1모드에서 HMT의 최고 출력 속도가

일 때 각 모드의 HMT 출력 속도와 HMT 동력 달효율이 최

가 되는 록엎 속도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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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T

mode

Power

transmission

ratioof

variator,%

Output

speed

ratio

Lock-up

speed



HMT

output

speed

1stmode -∞∼50 0∼2 1/2 0∼

2ndmode -50∼25 2/3∼4/3 3/2 ∼2

3rdmode -50∼25 2/3∼4/3 3 2∼4

... ... ... ... ...

Nthmode

(except

1stmode)

-50∼25 2/3∼4/3 3×2(N-3)
(1∼2)×

2(N-2)

Table4.1OutputspeedratioandassociatedvariatorpowerofHMT

modes

4.5.다모드 HMT를 한 복합유성기어열

버 해석법(leveranalogy,BenfordandLeising,1981)은 유성기

어열(planetary gear train, 이하 PGT) 는 복합유성기어열

(compoundplanetarygeartrain,이하 CPGT)를 도해 으로 해석하

는 방법이다. 버 해석법은 PGT나 CPGT를 버 형태로 변환하여

각 축의 속도와 토크를 해석한다.본 연구에서는 버 해석법을 역

으로 이용하 다.표 4.1의 각 모드에 한 변속 범 를 이용하여

버를 그리고,이 버에서 CPGT의 구조와 기어비를 결정하 다.

4.5.1.다모드 HMT의 버 설계

다모드 HMT의 버의 작성 순서는,먼 임의의 길이로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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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와 을 지나는 수직축은

HMT의 입력축 속도를 나타내기 한 것이다.를 지나는 수직축

은 유압경로의 입력축 속도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와 

사이에서 변한다.을 지나는 수직축은 기계경로의 입력축 속도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로 일정하다.

4.5.1.1.입력축 속도가 서로 반 방향인 경우

트랙터가 출발할 때 복합유성기어열의 두 입력축이 서로 반 방

향으로 회 하는 경우는 system 1로 정의한다.그림 4.5에서와 같이

의 크기는 수평축 아래쪽으로 표시되고,의 크기는 수평선

쪽으로 표시된다.1모드에서는 반드시 출력 속도가 0인 경우가 있어

야 하기 때문에 와  기를 연결한 line와 수평선의

교 에 1모드 출력축이 치하여야 한다.이 교 을 이라고 하면

1모드의 출력 속도는 0에서 1모드의 최고 속도까지 변화하고,이 최

고 속도는 line와 를 지나는 수직축의 교 이 된다.1모드의 최

고 속도에서는 유압경로의 입력 속도가 이므로 2모드에서는 반

로 에서 까지 변해야 한다. 한 표 4.1과 같이 최

속도가 최 속도의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림 4.3과 같이

′
″을 만족하는 지 이 의 두 조건을 만족한다.두 조건

을 만족하는 을 라고 하면 3모드에서는 1모드에서와 같이 유압

경로의 입력 속도가 다시 에서 로 변해야 하며,최고 속

도는 최 속도의 2배가 되어야 한다.이러한 조건은 그림 4.3에서

와 같이 ′
″가 되는 에 의하여 만족되며,는 3모드의

출력축 치가 된다.같은 원리로 모드 4의 출력축 치는 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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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런 과정에 의하면,짝수 모드의 출력축 치는 ,홀수 모드

의 출력축 치는 가 된다.각 모드별 출력 속도는 보조 변속기에

의하여 변속되어 HMT 출력축 속도가 된다.이 때 보조 변속기의

변속비는 HMT의 출력 속도가 모드 변환 에서 연속 으로 변하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K<1/3

1/3<K

Fig.4.3Leverdiagram formulti-modeHMTwhentwoinput

shaftsrotateinoppositedirectionsatstart.

의 길이를 1로 하고,을 기 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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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K값에 따라 나타내면 식 (4.11)과 같이 표 된다.그림 4.4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K가 1/3보다 작을 때는 의 치가

의 왼쪽인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
″를 만족하는 ″

가 의 오른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11)

Fig.4.4Locationsofmulti-modeHMTaxeswhentwoinput

shaftsrotateinoppositedirectionsatstart(system 1).

4.5.1.2.입력축의 기 속도가 같은 방향인 경우

트랙터가 출발할 때 복합유성기어열의 두 입력축이 같은 회 방

향으로 회 하는 경우를 system 2라고 정의한다.그림 4.5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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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입력축 속도의 크기가 수평축 에 나타난다.1모드의

출력축 치는 K가 1보다 클 때는 의 오른쪽에,K가 1보다 작을

때는 의 왼쪽에 오게 된다.2모드,3모드,4모드의 축력축의 치

는 system 1과 같은 원리로 결정되며,그림 4.5와 같이 K값에 따라

변한다.

(a)WhenK<1/3

(b)When1/3<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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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henK>1

Fig.4.5Leverdiagram formulti-modeHMTwhentwoinput

shaftsrotateinthesamedirectionatstart.

각 축의 치는 식 (4.12)와 같이 표 되며 그림 4.6은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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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Locationsofmulti-modeHMTaxeswhentwoinput

shaftsrotateinthesamedirectionatstart(system 2).

4.5.2.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

버 해석법은 일반 으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를 알

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복합유성기어열을 구성하는 각 유성기

어열을 버로 변환하고,유성기어열의 결합 기어비로 두 버를 결

합하여 한 개의 버를 만든다.입력축의 속도를 버에 표시하여

출력축 속도를 구한다.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역으로 용한다.

즉,복합유성기어열의 버를 단순유성기어열의 조합으로 분해하고,

각 유성기어열의 기어비와 유성기어열 사이의 결합 구조와 결합 기

어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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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버의 분해

그림 4.4,4.6의 복합유성기어열에 한 버를 분해하면 이를 구

성하는 각 유성기어열의 버로 나타낼 수 있다.5개의 축을 가진

복합유성기어열을 최소의 유성기어열로써 구성하기 해서는 2개의

유성기어열이 필요하다.3개 이상의 유성기어열로써 구성된 복합유

성기어열은 여기서 제시하는 설계 방법을 용할 수도 있지만,설계

조건 4)에 배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2개의 유성기어열로 구성된 5축 복합유성기어열은 그림 4.9와 같

이 2개의 유성기어열이 캐리어를 공유하고,유성기어들이 기어 는

동일 회 체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이러한 구조의 복합유성기

어열을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성기어열의 버에서 캐리어축은 선기어축과 링기어축 사이에

캐리어축이 치해야 하고,두 유성기어열의 캐리어는 회 속도가

같기 때문에 복합유성기어열의 버에서 캐리어축은 1개의 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이 조건들을 만족하기 해서는 5축 가운데 축

이 캐리어축이 되어야 한다.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버를 2개의 유성기어열 버로 분해

하는 방법은 그림 4.7과 4.8에서와 같다.그림 4.7(a)의 분해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끝에 치한 축이 같은 유성기어열에 속하는

경우이고 그림 4.8(a)의 분해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 끝에 치한 축

이 서로 다른 유성기어열의 축인 경우이다.구분을 해 각각 분해

방법1,2로 구분한다. 버 해석법에서 ZS<ZR인 조건으로 캐리어

(Ca)축에서 멀리 떨어진 축이 선기어축이 되고 가까운 축이 링기

어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2개의 유성기어열의 버를 복합유성

기어열의 버로 결합하는 방식은 그림 4.7(b),4.8(b)와 같이 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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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축이 캐리어(Ca)축을 기 으로 같은 쪽에 치하게 결합하는

경우와 그림 4.7(c),4.8(c)와 같이 서로 반 쪽에 치하도록 두 가

지 경우로 나 수 있다.이러한 결합방식은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

를 결정한다.따라서 각각을 버가 같은 방향,반 방향으로 결합

되었다고 표 하고 CPGT결합방식 I,II로 정의한다.

따라서 임의의 K값에 한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버는 그

림 4.7,4.8과 같은 2가지 분해 방법에서 각각 1가지씩 최 2가지

방식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a)Principleoftype1disassemblyof2-stageand5-axisCPGT.

(b)TypeIassemblyof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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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ypeIIassemblyoflever.

Fig.4.7Type1disassemblyof2-stageand5-axisCPGTby

lever.

(a)Principleoftype2disassemblyof2-stageand5-axisCPGT.

.

(b)TypeIassemblyof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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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ypeIIassemblyoflever.

Fig.4.8Type2disassemblyof2-stageand5-axisCPGTby

lever.

4.5.2.2.유성기어열의 기어비

선기어 잇수에 한 링기어 잇수의 비,다시 말해 ZR/ZS를 PGT

기어비라고 정의하면 식 (4.13)과 같이 버 상의 링기어축과 캐리

어축 사이의 거리에 한 선기어축과 캐리어축 사이의 거리 비로

나타낼 수 있다.

    


 

 



(4.13)

4.5.2.3.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형태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그림 4.9(a)와 같

다.이 구조의 버는 CPGT결합방식 I로 두 유성기어열 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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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축이 같은 방향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CPGT결합방식 II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그림 4.9(b)에서와 같이

두 유성기어열 버의 선기어축이 반 방향으로 결합된 복합유성

기어열로서 유성기어 사이에 아이들 기어가 설치된 구조이다.

실용 인 범 에서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는 이 3가지의

구조뿐이다.5개의 축을 가진 버로 표 되는 모든 복합유성기어열

을 이 3구조로는 표 할 수 없다.왜냐하면 두 버의 선기어축이

같은 방향으로 결합된 CPGT 결합방식 I의 버는 구조 I로만 만들

수 있지만,구조 I은 두 유성기어의 회 속도가 같기 때문에 두 유

성기어열의 기어비가 결정되면 이를 결합한 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기어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의 결합 기어비로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는 구조 II,III의 두 유성기어

사이에 아이들 기어를 1개 더 추가하여 두 유성기어열의 버가 같

은 방향으로 결합하고 임의의 결합 기어비를 구 할 수 있으나,구

조 으로 복잡하여 실용성이 떨어진다.

StructureI

(a) CPTGofassemblyty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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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II structureIII

(b)CPTGofassemblytypeII

Fig.4.9Practical2-stageand5-axisCPGT.

4.5.2.4.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기어비

두 유성기어열의 결합된 기어비를 나타내기 해,캐리어가 고정

되어 있을 때 S2의 각속도에 한 S1의 각속도 비를 Rs라고 정의하

면 버에서 식 (4.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이 결합비는 캐리어에

한 S2의 상 속도를 기 으로 한 캐리어에 한 S1의 상 속도의

비이다.

  

 
 

 
(4.14)

그림 4.9(a)의 구조 I에 한 Rs는 식 (4.15)이고,그림 4.9(b)의

구조 II,III의 Rs는 식 (4.16)과 (4.17)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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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4.16)

   


(4.17)

Z=numberofgearteeth.

4.5.2.5.K=1일 때의 복합유성기어열

두 입력축의 기 속도가 같은 방향인 system 2의 경우에는

K=1을 만족하는 복합유성기어열이 없으며,두 입력축의 기 속도

가 서로 반 방향인 system 1의 경우에는 K=1을 만족하는 복합유

성기어열이 존재하며,그 버는 그림 4.10과 같다.이 버는


 이므로 CPGT결합방식 II로만 분해된다.

Fig.4.10Leverdiagram formulti-modePST,whe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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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는 그림 4.9(b)에서와 같고,연결

구조는 그림 4.11에서와 같다.이 때 PGT 1의 gearratio와 PGT 2

의 gearratio는 각각 3이고,Rs는 –1이 된다.

(a)structureII (b)StructureIII

Fig.4.11Compoundplanetarygeartrainformulti-modeHMT

whenK=1.

4.5.3.K값에 따른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의 계

표 4.2는 그림 4.4,4.6에서 제시한 각 축의 상 치를 K값에

따라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System 1은 K=1/3일 때 P2의 값이,system 2는 K=1/3과 1일 때

P3와 P1의 값이 존재하지 않고 불연속 이므로 이 불연속을 기 으

로 P2,P3,P1의 상 인 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도 달라진다.

System 1은 K가 1/7일 때
,1일 때 

이고

system 2은 K가 1/6일 때
,5/9일 때 

,2일

때 
이므로 이 K값을 기 으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

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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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2LocationofinputandoutputshaftsassociatedCPGT

structure.

System 1

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A

Type1

disassembly

K<1/7 Pm P2 P1 P3 Pv I

B 1/7<K<1/3 P2 Pm P1 P3 Pv II

C 1/3<K<1 P2 Pv P3 Pm P1 I

D 1<K Pv P2 P3 P1 Pm I

E Type2

disassembly

K<1/3 P2 P3 P1 Pm Pv II

F 1/3<K Pv Pm P3 P2 P1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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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G

Type1

disassembly

K<1/6 Pm P3 Pv P2 P1 I

H 1/6<K<1/3 P3 Pm Pv P2 P1 II

I 1/3<K<5/9 P3 P1 P2 Pv Pm II

J 5/9<K<1 P1 P3 P2 Pv Pm I

K 1<K<2 P1 Pv Pm P3 P2 I

L 2<K Pv P1 Pm P3 P2 II

M

Type2

disassembly

K<1/3 P3 P2 Pv Pm P1 II

N 1/3<K<1 P1 Pm P2 P3 Pv II

O 1<K Pv P3 Pm P1 P2 II

System 2

각 형식별 PGT 기어비와 Rs값은 각각 식 (4.13)과 (4.14)를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그림 4.12와 4.13는 형식 B의 PGT 기어비와 Rs

값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2에서 PGT기어비가 무 크거나 작아지면 PGT를 만들

수 없다.PGT 기어비가 1에 가까우면,유성기어가 작아져야 하고,

큰 값을 가지면 선기어가 작아져 제작에 불리하다.이런 제조상의

제약 조건은 다음 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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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2PGTgearratio,typeB

Fig.4.13Relativevelocityratioofsungears,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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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제작 가능 여부 단

앞에서 HMT가 가능한 CPGT의 구조와 기어비를 결정하 다.

그러나 이 기어비는 이론 인 값이기 때문에 실제 제작과 사용 가

능한 구조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4.6.1.물리 제약 조건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은 기본 으로 PGT 2개가 결합된 형태이

다.따라서 각 PGT는 일반 인 PGT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

다음과 같은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6.1.1.목표 Rs의 구 (구조 I)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 I로써 구 가능한 버는 제

한 이다.구조 I의 복합유성기어열에서 두 유성기어열의 기어비를

통해 결정한 Rs를 Rs_assemble이라고 정의하고 식 (4.18)로 나타낼 수

있다.표 4.1에서 제시한 HMT가 가능한 복합 PGT의 Rs를 Rs_PST라

고 하고 식 (4.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8)

 

 
 

 
 


 (4.19)

Rs_PST와 Rs_assemble이 같은 경우에만 복합유성기어열 구조 I로

HMT를 만들 수 있다.CPGT 결합방식 I인 복합유성기어열을 사용

하는 A,C,D,G,J,K 형식 에서 Rs_assemble와 Rs_PST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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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4.14의 교 인 경우이다.따라서 C,D형식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a)System 1,Type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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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ystem 2TypeG,J,K

Fig.4.14ComparisonofRs_assembleandRs_PST forCPGTstructureI.

4.6.1.2.기어의 간섭(구조 II와 구조 III)

구조 II와 III은 두 유성기어 사이에 아이들 기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제약 조건이 생긴다.구조 II를 기 으로 설명하면,PGT1

과 PGT2는 서로 기어 모듈이 달라도 계없지만 P2-1은 P1와 물

리기 때문에 P1,S1,R1와 모듈이 같아야 한다.모듈이 같은 경우에

는 기어비가 정해지면 지름 비율이 정해진다.HMT를 만들기 한

CPGT의 기어비가 결정되면 P2-1,S1,P1,R2의 지름의 비율이 정

해진다.P2-1은 S1와 R1사이에 존재해야 하므로 P2-1의 지름이

P1보다 크다면 S1 는 R1과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간섭이 발생하

는 경우는 CPGT를 제작할 수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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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CompoundPGT의 크기

CPGT의 사용 가능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복합유성기어열의

반경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CPGT의 반경은 CPGT의 부피를 결정

하고,기계 부품의 부피는 무게와 소재의 량을 결정한다. 한 무

큰 부피의 CPGT는 아무리 그 성능이 좋고 제작비용이 싸다고 하여

도 용을 목표로 하는 변속기와 같은 기계의 공간 제약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CPGT들의 성능이 같다면 반경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가 작고 무게가 어 어 리 이션에 유리하다(Rossettiand

Macor,2013).복합유성기어열 반경의 값은 HMT가 달하는

토크의 크기로부터 기어 모듈을 정해야 구할 수 있다.모든 CPGT

의 반경을 구하여 비교하기 해서는,토크의 크기에 따라 모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형식들을 동일한 조건에

서 반경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CPGT의 사용 가능

여부를 단하기 해 CPGT의 크기를 표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식 (4.20)의 RelativesizeofcompoundPGT를 제시한다.

이 지표는 기어를 제작할 때 최소 잇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잇수를 갖는 기어의 하한 반경이 정해져 있다는 을 이용한 지표

이다.RelativesizeofcompoundPGT의 최솟값은 3이다.유성기어

열의 기어비가 ZS:ZP:ZR =1:1:3일 때 최솟값을 가지기 때문

이다.

RelativesizeofcompoundPGT

=Diameterofbiggestgear/Diameterofsmallestgear(4.20)

식 (4.20)을 이용하여 RelativesizeofcompoundPGT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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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먼 PGT gearratio와 Rs값을 이용하여 CPGT를 구성

하는 모든 기어들의 기어비를 구해야 한다.구조 I은 두 유성기어열

의 유성기어의 자 심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Relativesizeof

compoundPGT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구조 II와 III의 복합유성기

어열은 두 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의 자 심이 같을 필요가 없고

이 자 심의 차에 따라 CPGT의 크기가 달라진다.하지만 구조 II

를 를 들어 보면,P2-1가 S1와 R1사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 유성기어의 자 심의 차는 링기어의 지름에 비해, 략 인 크

기 비교에서는 무시할 만큼 작다.따라서 두 유성기어의 자 심이

서로 같게 하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4.6.3.설계 가이드 설정

표 4.2에서 제시한 HMT의 형식들 에서, 에서 설명한 기어

간섭이 일어나는 형식과 RelativesizeofcompoundPGT가 10이상

인 형식을 제외한 것을 실제 용이 가능한 HMT의 형식으로 제시

하 다.이 형식들에 한 RelativesizeofcompoundPGT를 그림

4.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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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uctureI

(b)structureIIandstructureIII

Fig.4.15Relativesizeofrespectivecompound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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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b)와 같이 구조 II 는 III의 복합유성기어열은 실용

인 총 5가지의 형식이 사용 가능하다.그 에서도 형식 F가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형식이다.다른 4종은 반경은 더 크지만,복합유

성기어열의 입력축과 출력축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의 이

아웃이 그 구조에 합하다면 HMT설계에 선택될 수 있다.

그림 4.15(a)는 구조 I의 복합유성기어열의 상 인 크기를 나타

내고 있다.최소 기어의 7배 이하 크기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이 복합유성기어열은 구조 II 는 III에 비해 구조 으

로 간단하지만 최소 기어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했을 때 반경 방향

으로 2.5배 이상 큰 크기를 가진다.이런 종류의 HMT는 복합유성

기어열의 구조가 단순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지는

반면 복합유성기어열의 반경이 큰 단 을 가진다.따라서 높은 신뢰

성을 요구하지만 HMT 패키징에 여유가 있는 기계에 합하다.이

것을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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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6Multi-modeHMTcharacteristicsbytype.

그림 4.16에서 제시한 각각의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HMT의

형식을 나타내면 그림 4.17과 같다.그 F형식은 그림 4.18의

Steyr “S-Matic”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TypeC TypeD

(a)Structu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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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F

TypeM TypeN

TypeE TypeO

(b)StructureIIandstructureIII

Fig.4.17StructureofcompoundPGTforH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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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8Steyr“S-Matic”

4.7.다모드 HMT 설계 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MT 이아웃 설계 방법은 최소 용량의

HST를 사용해서,가장 넓은 변속 범 (같은 변속 범 일 때는 최고

의 효율)과 같은 설계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HMT를

만들기 한 방법이다.앞에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기어비,보조

변속기의 기어비가 K값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 다.설계자는

HMT의 외 크기,제작비용 등을 종합 으로 단해서 최 의

HMT를 설계하기 한 K값을 선정해야 한다.표 4.2의 CPGT연결

구조를 근거로,구성하고자 하는 HMT의 연결 구조에 합한 형식

을 선정하고,그림 4.15에서 제시한 K값에 따른 CPGT의 크기를 고

려하여 략 인 K값을 선정한다.정확한 K값은 기어비와 기어 잇

수를 선정하는 반복과정을 통해 정한다.

이 방법을 통해 구해진 복합유성기어열의 기어비를 정확히 일치

하게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작비가 많이 들 수 있다.이때

는 복합유성기어열의 기어비를 정확히 구 하기보다는 제작 기술이



- 94 -

나 제작비용과 타 하여 구 하려 하는 기어비에 최 한 가깝게 기

어 잇수를 설정하고,그 기어 잇수를 가지고 설계 조건들을 다시

용하여서 보조 변속기의 기어비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4.8.다모드 HMT 설계 로그램

4.8.1.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 기어비 추천 알고리즘

앞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K의 값에 따라 버가 결정되고,다

모드 HMT의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가 정해진다. 버에

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4.19과 같

다.먼 버를 2개의 유성기어열로 나 다.두 버가 같은 방향

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구조 I,두 버가 반 방향으로 결합 되어

있으면,구조 II 는 III이 가능하다.먼 구조 I이 가능한 경우는

목표 Rs값과 구조 I로 만들 수 있는 Rs값이 같은 경우에만 구조 I이

가능하고,같지 않으면 해가 없다.구조 II 는 III의 경우도 목표

Rs값을 만들기 해서 보조 유성기어를 추가 했을 때,선기어 는

링기어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구조 II 는 III이 가능하

다.



- 95 -

Fig.4.19Thealgorithm ofHMTdesignsoftware.

4.8.2.입력창

HMT 설계 로그램의 입력창은 그림 4.20과 같다.앞장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트랙터가 출발할 때 기계경로 입력축의 속도와

HST경로 입력축의 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즉,

System 1과 2를 선택, 버를 분해하는 방법과 K값을 입력 받는다.

앞장의 내용을 숙지하거나,부록의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하

고자 하는 HMT에 맞는 한 값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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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0Theinputwindow ofHMTdesignsoftware.

4.8.3.출력창

출력창은 그림 4.21와 같다.사용자 입력 data를 기 으로 복합유

성기어열의 구조,기어비,연결 계를 출력한다. 한 그때의 복합

유성기어열의 출력축 상태를 보여 다.개발자가 기어비를 다시 입

력하여 HMT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 다.이 기능

은 기어비를 기 으로 기어의 잇수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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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Theoutputwindow ofHMTdesignsoftware.

4.9.결론 요약

본 연구는 다모드 HMT의 체계 인 설계 방법을 개발하기 해

수행되었다.

가.다모드 HMT가 상용화되기 한 설계 조건을 제시하 다.

나.각 모드의 변속 범 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다. 버 해석법을 이용하여 다모드 HMT의 복합유성기어열의

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라.기계경로와 유압경로의 속도비 K를 정의하고 K의 함수로 복합

유성기어열의 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마. 버에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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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HMT의 최종 출력축의 속도가 연속 으로 변하기 하여,보조

변속기의 기어비가 선정되어야 한다.

사.본 설계 방법를 사용하여 PGT의 두 유성기어가 아이들 기어 1

개를 통해 서로 물려 있는 구조 II 는 III으로 HMT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형식을 구하고,상 크기 비교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5종의 형식을 제시하 다.그 반경 방향의 크기가 복합

유성기어열의 최소 기어의 3배 이상 되어야 함을 보 다.

아.본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PGT의 두 유성기어가 동일 회 체인

구조 I로 HMT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복합유성기어

열의 반경 방향의 크기가 최소 기어의 7배 이상 되어야 함을

보 다.

자. 의 설계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HMT설계 로그램을

제작하 다.

본 연구는 특정 설계값을 제시하려는 것이 목 이 아니고,HMT

의 상용화를 한 설계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이론 인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어비 등을 찾을 수 있는 설계 방법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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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성기어열의 잇수 조건

5.1.유성기어열의 등간격조건

최근 효율과 편의성이 높은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농업

용 트랙터도 고효율 자동 변속기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성기어열의 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유성기어

열을 용하면 일반 인 기어열을 용했을 때에 비해 변속기를 작

게 만들 수 있고,축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입력이 2개인

HMT(Hydro-mechanicaltransmission)와 같은 동력분기식변속기

(Power-splittransmission)나 유압 클러치식 다단 자동변속기에 많

이 쓰이고 있다.

유성기어열을 설계할 때는 일반 인 기어열에 비해 기어 간의 간

섭이나 조립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그 표 인 고려 조건

은 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식 5.1)이 있다.



 
  (5.1)

where, =numberofsungearteeth

 =numberofringgearteeth

 =numberofplanetgears

 =wholenumber(integer)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유성기어열은 유성기어를 등간격으로

배열하면,기어 치 사이의 간섭이 발생하여 조립이 안 된다.기어

간의 유격을 조 하여 조립되도록 설계할 경우 진동,내구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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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달오차의 증가가 생긴다(Lynwander,1983).이 조건의 수학

인 증명은 1983년 Lynwande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그 이후

Kudrjavtzev(1993)와 Litvin등(2002)에 의해 보완 되었다(Litvinet

al.,2002).

Lynwander(1983)는 유성기어열 증명 기법이 복합유성기어열로

확장 가능함을 보 으나,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

(식 5.1)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규칙성을 제시하지

않았다.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은 유성기어열 설

계에 통상 으로 쓰이는 식이지만,그 증명에 흠결이 있어 복합유성

기어열 확장이 용의하지 않았다.

본 장에서는 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을 복합유

성기어열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2.단순유성기어열의 등간격 배열 조건

유성기어열은 그림 5.1과 같이 선기어(S),링기어(R),캐리어(C),

복수의 유성기어(Pn)로 구성되고,복수의 유성기어는 등간격으로 배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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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rotationcenterofplanetary geartrain,S =sun

gear,C =carrier(=planetcarrier),R =ringgear,Pn =planet

gears

Fig.5.1Assemblepositionofplanetarygeartrain.

식 (5.1)을 증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 으로 증명한

다.

1)캐리어가 고정되어 있을 때를 기 으로 증명한다.

2)유성기어(P)의 잇수가 짝수일 때를 기 으로 증명한다(유성기

어의 잇수가 홀수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식 (5.1)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

3)유성기어의 등간격 배열 가능 여부는 기어 치 사이에 간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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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조립 가능 여부)로 단한다.

4)유성기어열에서 선기어와 링기어를 조립한 후에 12시 방향을

시작으로 P0,P1...순서로 조립한다(Pn+1은 Pn의 시계방향으로 인 한

유성기어이다).

유성기어를 조립하기 에는 선기어와 링기어를 자유롭게 회 시

킬 수 있으므로,아무런 제약 없이 P0를 조립할 수 있다.P0을 그림

5.1과 같은 형태로 선기어와 링기어에 물리도록 회 시킨다.이 상

태를 조립 치라고 정의한다.P1이 P0처럼 선기어와 링기어의 조립

치로 물리기 해서는 선기어와 링기어를 회 시켜야 한다.선기

어와 링기어가 P0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두 기어가 기어 잇수비로

회 하게 된다.

선기어가 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 해서 P1과 조립 치에 놓

이게 된다고 하면,링기어도 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하여 P1

과 조립 치에 놓여야 한다. 의 내용을 수식으로 표 하면 식 5.2

와 같다.










(5.2)

식 (5.3)과 같이,P0에 조립되는 선기어의 이홈과 P1에 조립 될

선기어의 이홈 사이의 각도는 

 이고,MS개의 잇수만큼 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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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MS가 정수임을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식 (5.4)와 같다.

  


 (5.4)

같은 원리를 링기어에 용하면 식 (5.5),(5.6)과 같다.



  ×


(5.5)

1)ZR가 N의 배수일 때

  




2)ZR가 N의 배수가 아닐 때

  


  (5.6)

식 (5.2),(5.3),(5.5)를 연립하여 와 을 소거하면 식 (5.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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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ZR를 2가지 경우로 나 어 식 (5.7)을 만족하는 ZS와 ZR의 조건

을 구한다.

1)ZR이 N의 배수일 때

   × 

   ×

where,a,b,c=positiveinteger(0≤c<N) (5.8)

식 (5.7)의 좌변에 식 (5.8)을 입하여 정리하면 식 (5.9)와 같고,

식 (5.7)의 우변에 식 (5.4),(5.6)과 (5.8)을 입하여 정리하면 식

(5.10)과 같다.



 
   


(5.9)

      (5.10)

식 (5.7)이 성립하기 해서는 식 (5.9)와 식 (5.10)이 같아야 하

므로 이때의 조건은 식 (5.11)과 같다.



 ,   (5.11)

∴은 N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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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R이 N의 배수가 아닐 때

   × 

   × 

where,a,b,, =positiveinteger(0≤<N,0<<N)

(5.12)

식 (5.7)의 좌변에 식 (5.12)을 입하여 정리하면 식 (5.13)과 같

고,식 (5.7)의 우변에 식 (5.4),(5.6)과 (5.12)를 입하여 정리하면

식 (5.14)와 같다.



 
  

 
(5.13)

       (5.14)

식 (5.7)이 성립하기 해서는 식 (5.13)와 식 (5.14)가 같아야 하

므로 이때의 조건은 식 (5.15)와 같다.

∴

  
  (5.15)

식 (5.11)과 식 (5.15)를 합쳐서 모든 ZR에 해 1개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5.16)과 같다.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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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를 P0자리에 치하도록 유성기어열 체를 반시계방향으로 회

시키면,P2가 P1의 자리에 치하게 된다.따라서 Pn,Pn+1이 조립

이 가능하다면,Pn+2도 조립이 가능하다.식 (5.16)을 만족하여 P1가

조립 가능하다면,모든 유성기어를 등간격으로 조립할 수 있다.

따라서 식 (5.16)(=식 (5.1))을 만족하는 모든 유성기어열은 유성

기어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조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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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복합유성기어열의 등간격 배열 조건

일반 으로 기어열이 원 을 심으로 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만,그림 5.2와 같이 양쪽에 기어 치가 있는 기어는 원 으로 칭

이 아니며,기어 치의 심선이 일치하는 기어(registryteeth)가 있

다면,그 심선을 심으로 칭이다.그림 5.2와 같은 기어를 갖는

그림 5.3과 같은 복합유성기어열은 각각의 유성기어열이 식 (5.1)을

만족하고,기어 3과 7의 기어 치의 상을 맞추어 설계하면 복합유

성기어열의 등간격 배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Fig.5.2Registry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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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Structureofcompoundplanetarygeartrain.

그림 5.4를 로 유성기어(3,7)의 상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해

본다.먼 0번 유성기어(30,70)의 기어 치가 동시에 선기어들에 물

린다고 하면 1번 유성기어(31,71)의 기어 치는    의 상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5.2 의 식 (5.2)∼(5.4)와 같은 방법으로 수식

을 계하면 식 (5.17)∼(5.20)과 같다.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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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 (5.19)

×  × (5.20)

식 (5.17)∼(5.20)을 연립하여 유성기어의 상차를 구하면 식

(5.21)과 같다.1번 유성기어에 식 (5.21)의 상을 가지고 있는 기어

치가 존재해야만 조립이 가능하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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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Angledifferencewithgearteethincompound

planetarygeartrain.

5.3.1.복합유성기어열과 registryteeth

그림 5.3과 같은 N개의 유성기어를 갖는 복합유성기어열에서 유

성기어 3과 7의 상을 식 (5.21)처럼 맞추어 설계하면,N개의 유성

기어가 모두 다르게 제작되어야 하고 상을 으로 확인하기 어렵

기 때문에 조립 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복합유성기어열을 조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부하가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동력 달오

차가 커지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해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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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th(이하 RT,굵은 실선)를 갖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RT는 그

림 5.2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두 기어의 치의 심선이 일치하는 기

어 치를 의미한다.이를 통해 N개의 유성기어를 같이 설계 할 수

있어 제작비용과 조립 비용을 일 수 있고 부하 분배와 동력 달

오차의 변동 폭을 이고 주기성을 갖게 설계할 수 있다

(Lynwander,1983).

5.3.2.Registryteeth와 복합유성기어열의 등간견 배열 조건

RT를 갖게 복합유성기어열의 잇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Lynwander(1983)가 제시한 방법이 있지만,식 (5.1)과 같이 간단한

형태가 아니다.이 장에서는 RT를 갖기 한 유성기어 수와 기어

잇수 조건을 설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식으로 제시

하려고 한다.

기본 인 증명 방법은 5.2 의 방식과 유사하다.증명을 해 다

음과 같은 조건을 기 으로 증명한다.기어의 호칭은 그림 5.3을 따

른다.

1)캐리어(4)가 고정되어 있고 선기어(2)가 시계 방향으로 회 할

때를 기 으로 증명한다.

2)2단 복합유성기어열을 기 으로 증명하며,2단 1단을 기

으로 증명한다.

3)각각의 유성기어열은 식 (5.1)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따라서

링기어는 5.2 에서 증명한 것과 같이 조립이 되므로 이 증명에서

생략한다.

4)유성기어(3)의 호칭은 12시 방향을 시작으로 하여 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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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30,31,32,...3n로 한다(그림 5.12참조).(단,n<N,n≥N이

면 n을 N으로 나 나머지)

5)선기어들(2,6)의 이홈 심선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RT조

립이홈(이 쇄선)이라고 하고,RT 조립이홈과 유성기어(30, 70)의

RT(굵은 실선)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RT 조립 치라고 한다(그

림 5.5의 0번 유성기어(30,70)참조).

5.3.2.1.

복합유성기어열의 RT 조립 치 수는 선기어의 잇수와 유성기어

수의 최 공약수와 크게 연 이 있다.그림 5.5∼5.8은 표 인 복

합유성기어열의 RT와 유성기어 수의 계를 시한 것이다.그림

5.5는 RT조립이홈이 1개이고,RT조립 치에 놓인 유성기어는 1개

이다.그림 5.6은 RT 조립이홈은 3개이지만,RT 조립 치에 놓인

유성기어는 1개이다.그림 5.7은 RT 조립이홈이 2개이고 모두 RT

조립 치에 놓이며 다른 2개의 유성기어는 RT 조립 치에 놓이지

않았다.그림 5.8은 RT조립이홈은 6개이고 모든 유성기어가 RT조

립 치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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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CompoundplanetarygeartrainwithoneRT

assemblepositionandoneRTgroove.

Fig.5.6CompoundplanetarygeartrainwithoneRT

assemblepositionandthreeRT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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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7CompoundplanetarygeartrainwithtwoRT

assemblepositionsandtwoRTgrooves.

Fig.5.8CompoundplanetarygeartrainwithNRTassemble

positionsandNRT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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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조립 치의 개수를 구하기 해,유성기어 수와 선기어들의

잇수와 RT조립이홈의 계는 그림 5.9와 같이 두 선기어의 잇수와

RT조립이홈의 계를 식 (5.22)로 쓸 수 있다.




×  


× (5.22)

여기서 x와 y는 서로 소인 양의 정수

RT 조립이홈의 수는 두 선기어 잇수의 최 공약수(Greatest

common divisor,이하 G)와 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식

(5.23)와 (5.24)같이 두 선기어들의 최 공약수(Gs)를 사용하여 표

할 수 있다.

   × (5.23)

   × (5.24)

여기서 a,b는 서로 소인 양의 정수

식 (5.23),(5.24)를 식 (5.22)에 입하여 식 (5.25)를 얻는다.

 ×

 ×
×


  (5.25)

a,b는 서로 소,x,y는 서로 소 이므로,식 (5.26)과 (5.27)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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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5.27)

식 (5.26)과 식 (5.27)을 식 (5.22)에 입하면 식 (5.28)을 얻을

수 있다.




×  


×  


(5.28)

식 (5.28)과 같이 RT 조립이홈은 Gs개이고 


rad간격으로 배

치된다.

Fig.5.9Relationshipbetweenthenumberofsungearteeth

andthenumberofRT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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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어의 이홈 심이 일치하는 RT조립이홈의 배열과 유성기어

의 배열이 일치해야 RT 조립 치가 된다.그림 5.10과 같이 RT 조

립이홈과 유성기어 수의 계에 한 증명 방법은 식 (5.28)의 증명

과 유사하다.




×′ 


×′ (5.29)

x’,y’는 서로 소

Gs와 N의 최 공약수를 GRT라고 하면 식 (5.30)과 (5.31)과 같이

쓸 수 있다.

   ×′ (5.30)

  ×′ (5.31)

a’,b’는 서로 소

식 (5.30)과 (5.31)을 식 (5.29)에 입하면 식 (5.32)를 얻을 수

있다.

×′

×′
×′

′
  (5.32)

a’,b’는 서로 소이고 x’,y’는 서로 소 이므로,식 (5.32)이 성립하

려면 식 (5.33)과 식 (5.34)가 성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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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3)

′  ′ (5.34)

식 (5.30),(5.31),(5.33)과 (5.34)을 식 (5.29)에 입하면 식

(5.35)가 된다.




×′ 


×′


(5.35)

식 (5.35)와 같이 RT조립 치는 GRT 개이고 


rad간격으로

배치된다.복합유성기어열이 가질 수 있는 RT 조립 치의 수를

MRT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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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0RelationbetweenthenumberofRTgrooveandthe

numberofRTassemblepositions.

GRT는 Gs와 N의 최 공약수이고,Gs는 Z2와 Z6의 최 공약수이

다.

∴ RT조립 치의 개수(MRT)는

Z2,Z6,N의 최 공약수이다. (5.36)

그림 5.5∼5.8에 에서 증명한 식 (5.36)을 용하여 보면 표 5.1

과 같다.유성기어들의 잇수와 유성기어 수의 최 공약수가 RT 조

립 치의 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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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Anexampleoftherelationshipbetweennumberofteeth

andnumberofRTassembleposition

Fig.5.5 Fig.5.6 Fig.5.7 Fig.5.8

Z2
(Gs)

15
(1)

15
(3)

22
(2)

18
(6)

Z6 13 12 12 12

N 3 4 4 3

NumberofRT

assemble

position(MRT)

1 1 2 3

5.3.2.2.

그림 5.11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치가 재의 치이고 음 선

으로 표시한 치가 선기어(2)가 시계 방향으로 α2 만큼 회 했을

때의 치이다.30가 RT 조립 치를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

했을 때,처음으로 k번째 유성기어(3k)가 RT 조립 치에 놓일 때

의 30의 회 각도를 α3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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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1AngledifferencebetweenRTgrooveandRTin

compoundplanetarygeartrain.

식 (5.37)과 같이 유성기어(3)이 α3만큼 회 하면 선기어(2)는 α2

만큼 회 한다.

  


 (5.37)

그림 5.11에서 β2와 α2의 계식을 구하면 식 (5.38)과 같다.

  

  (5.38)

식 (5.37)과 식 (5.38)을 연립하여 α2를 소거하면 식 (5.39)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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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39)

β2는 선기어 기어 홈 사이의 각도이다.따라서 β2는 


의 배수

이다.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식 (5.40)과 같다.








  (5.40)

식 (5.39)와 식 (5.40)을 연립하여 β2를 소거하면 식 (5.41)을 얻

을 수 있다.







   (5.41)

5.3.2.3.

MRT가 1일 경우

α3와 k의 계를 통해 k를 정할 수 있다.그림 5.12을 로 설명

하면,k가 1일 때 유성기어 30가 RT 조립 치에서 α3만큼 회 하면

31이 RT 조립 치에 놓인다.유성기어열을 체 으로 반시계 방향

으로 회 시켜 31을 30의 치에 놓는다.31이 α3만큼 회 하면 32가

RT 조립 치에 놓인다.이런 원리로 유성기어가 시계 방향으로 차

례 로 RT 조립 치에 놓이게 된다.만약 k가 2라면 30,3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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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RT조립 치에 놓인다.31,33,35는 RT조립 치에 놓

일 수 없으므로 k는 2가 될 수 없다.이런 원리로 k는 2,3,4가 될

수 없고,1과 5만 될 수 있다.

Fig.5.12RTassemblepositioningorderofplanetarygear

trainwithsixplanetgears.

k는 N보다 작고 N과 서로 소인 양의 정수임을 다음과 같이 증

명할 수 있다.

를 다시 풀어 쓰면 유성기어 30,3k,32k,...3nk(n:N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순서로 RT조립 치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유성기어열의 칭 인 구조 때문에 3N은 30과 같은 기어이다.n

번째에 30유성기어가 RT 조립 치에 치하면 n+1번째는 3k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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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RT조립 치에 놓인다.때라서 n+1번째부터는 1번째로 순환하

게 되어 RT 조립 치에 놓이지 못하는 유성기어가 생긴다.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식 (5.42)와 같다.

× ≠ (5.42)


×

≠  (5.43)

where, =positiveinteger

식 (5.43)을 만족하는 k는 N보다 작고 N과 서로 소인 양의 정수

임을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다.

(증명)

만약 k와 N이 서로 소가 아니라면,k와 N의 최 공약수 a가 존

재한다.이것을 수식으로 표 하면 식 (5.44)와 같다.

  

   (단 x,y은 서로소,a는 1이 아닌 양의 정수)

(5.44)

식 (5.44)를 식 (5.43)에 입하면 식 (5.45)와 같다.


×



×


×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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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와 y가 서로 소이므로 

≠ 이여야 한다.하지만 n은 N보다

작은 모든 양수이고,y는 N의 약수이므로 y역시 N보다 작은 양수

이다.따라서    인 경우가 항상 발생한다.식 (5.45)의 등호가 성

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k와 N의 최 공약수 a는 존재하지 않는

다.

∴k는 N보다 작고 N과 서로 소인 정수이다.

(단,N=1이면 k=0) (5.46)

MRT가 2이상일 경우

식 (5.46)을 증명한 방법을 확장하여 MRT가 2이상일 경우의 k

의 조건을 구할 수 있다.그림 5.12를 로 들어,MRT가 2인 경우는

30,33이 동시에 RT 조립 치에 놓이는 경우이다.k=1이면 30,33

→ 31,34→ 32,35→ 30,33순으로 RT 조립 치에 놓인다.k=3이

면 30,33→ 33,30→ 30,33순서로 RT 조립 치에 놓이게 되어

유성기어 31,323435가 RT조립 치에 놓일 수 없다.모든 유성기

어의 기어 치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순

이다.따라서 k는 3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일반화 하면,30이 RT 조립 치에 놓 을 때 동시에 RT

조립 치에 놓이는 유성기어는 ,


 ,


 ,...
 

 이고,


 

 로 쓸 수 있다(Np=0,1,2,...MRT-1).30유성기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α3만큼 n’번 회 했을 때 최 로 RT 조립 치에 놓이는

유성기어를 3kn’라고 하면, 기 치 RT 조립 치에 놓 던 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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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와 겹쳐 RT 조립 치에 놓이지 못하는 유성기어가 생기

게 된다.따라서 식 (5.47)을 만족해야 한다.


 

 ≠′ (5.47)

(단 n’<N/MRT,양의 정수)




≠′ (5.48)



′
≠  (5.49)

식 (5.49)을 식 (5.43)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식 (5.50)과

같다.

∴ k는 N보다 작고,


과 서로 소인 정수이다.

(단 MRT=N일 때 k=0) (5.50)

5.3.2.4

5.3.2.3 의 증명(k의 조건 증명)을 응용하여 α3의 조건을 구할

수 있다.우선 MRT가 1인 경우의 α3의 조건을 구하고 모든 MRT에

해 일반화시킨다.

MRT가 1일 경우

(1)두 유성기어(3,7)의 기어 잇수가 서로 소인 경우(Gp=1)

k의 정의에 의해 30유성기어가 RT 조립 치에서 α3회 하면 3k



- 127 -

유성기어가 RT 조립 치에 놓인다.30유성기어가 nα3회 하면 3nk유

성기어가 RT 조립 치에 놓인다.n이 N일 때는 30유성기어가 다시

RT 조립 치에 놓이게 되므로 30는 한 바퀴 회 해야 한다.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식 (5.51)과 같다.

   (5.51)

  


(5.52)

(2)두 유성기어(3,7)의 기어 잇수의 최 공약수가 Gp인 경우

와 마찬가지로 30유성기어가 nα3회 하면 3nk 유성기어가 RT

조립 치에 놓인다.n이 N일 때는 30유성기어가 다시 RT 조립 치

에 놓여야 한다.하지만 Gp개의 R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는 

회 했을 때 다음 RT가 RT 조립 치까지 회 해야 한다.다음

RT까지의 각도는 


rad이고 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식 (5.53)과

같다.

  


(5.53)

 


(5.54)

Gp=1인 경우의 식 (5.54)과 식 (5.52)이 일치한다.따라서 MRT이

1인 모든 경우에서 식 (5.54)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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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가 2이상일 경우

MRT가 2이상이면 한 번에 복수 개의 유성기어가 RT 조립 치

에 놓인다.따라서 식 (5.53)은 식 (5.55)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30

유성기어가 


회 했을 때,30유성기어의 다음 RT가 RT 조

립 치에 놓인다.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식 (5.55)와 같다.




  


(5.55)

 


(5.56)

MRT=1인 경우의 식 (5.56)과 식 (5.54)가 일치한다.따라서 모든

경우에 식 (5.56)이 성립한다.

5.3.2.5

식 (5.50)과 식 (5.56)을 식 (5.41)에 결합하면 식 (5.57)을 얻을

수 있다.



×


    (5.57)

where, =numberofRT:greatestcommonmeasureofZ3

andZ7.

MRT =numberofRTassembleposition :greatest

commonmeasureofZ2,Z6,N.

 =positiveinteger,N/MRT andkare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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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k=0,whenMRT=N)

(=

′
≠ ,n’<N/MRT)

MRT 가 N인 경우 식 (5.57)은 항상 만족한다.

그림 5.3과 같은 2단 복합유성기어열은 식 (5.58)역시 만족해야

한다.



×


    (5.58)

3단 이상의 복합유성기어열의 각 단에 식 (5.58)와 같은 수식을

추가 으로 용하면 3단 이상의 복합유성기어열의 RT를 갖는 유

성기어의 등간격 배열 조건으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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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결론 요약

본 연구는 Litvin등(2002)이 제시한 증명 방법을 기 로 기어 잇

수와 유성기어열 사이의 규칙성을 분석하여 Lynwander(1983)이 제

시한 RT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을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으로 제시하 다.

가.기존에 알려진 단순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을

한 조건(식 5.1)이 필요충분조건임을 증명하 다.

나.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을 한 상 계산식

을 제시하 다.

다.RT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을

한 조건을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 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수식은 기존의 수식에 비해 간단하고 필요충

분조건이다.따라서 본 수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RT를 가지

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으로 배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반 로 수식을 만족하는 잇수를 선정하면 추가 인 검토 없이

도 RT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배열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의 조건에 부합되게 설계된 복합유성기어열은 더 원활한

조립성을 가지며,진동 감소,내구성 증 ,부하 균분배,동력 달오

차의 감소 등의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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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고효율의 무단변속기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HMT는

동력 순환 상 때문에 그 변속비가 제한 이다.따라서 복합유성기

어열을 용한 다모드 HMT가 일반 으로 쓰이고 있다.다모드

HMT의 설계는 구조가 복잡하여 많은 부분을 시행착오법에 의존하

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구조기반 설계 방법 신 성능기반 설계 방

법을 용하여 설계 시간과 노력을 이기 해 더 체계 인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그 설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유성기어열의 기구학 인 운동을 분석하여 유성기어열의 정의

와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복합유성기어열의 정의로 확장하 다.이

를 통해 복합유성기어열의 결합 원리를 구명하여 버 해법을 이용

한 설계 방법에 기 이론을 제시하 다.

2)단모드 HMT의 12개 형식의 성능 특성을 비교분석하고,형식

선정에 필요한 설계 변수를 제시하 다.

12개 형식의 HMT에 한 감속비,동력 흐름, 동 효율,출력

토크비,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의 특성을 구명하 다.HMT의 동력

흐름 동 효율의 특성을 출력 속도비()의 함수로서 표 됨

을 보 다.HMT의 주요 설계 변수로서 록엎 속도()를 제안하

으며,록엎 속도에 따른 HMT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HMT의 사용 가능 속도는 록엎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2)록엎 속도에 따라 동력 순환이 발생하므로 동 효율은 록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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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3)록엎 속도가 느리면 출력 토크비가 증가하며,록엎 속도가 빠

르면 출력 토크비가 감소하여 큰 출력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

력축 이후에 감속 장치가 요구된다.

HMT의 주요 설계 변수로서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를 제안하

으며,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에 따른 HMT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Input-coupled의 경우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는 출력 속도비에

따라 감소하 으나,output-coupled의 경우에는 출력 속도비에 계

없이 일정하 다.

(2)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의 향은 입력 토크가 유성기어열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리되는 output-coupledHMT보다 출력 토

크가 유성기어열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리되는 input-coupled

HMT가 더 크다.

록엎 속도와 유성기어열 축 토크비에 따라 HMT의 형식을 선택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HMT의 록엎 감속비에 따른 동 효

율 특성을 이용하여 유성기어열 기어비를 결정하기 한 방안을 제

시하 다.여기서 유도된 수식들을 이용하여 다모드 HMT의 설계

방법으로 확장한다.

3)성능기반 설계 방법을 용하여 다모드 HMT의 복합유성기어

열의 이아웃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이 설계 방법을 용한 설계

로그램을 제작하 다.

다모드 HMT가 상용화되기 한 설계 조건을 제시하고 수식화

하여 설계의 범 를 다.HST의 동력 달률을 작게 할 수 있는

각 모드의 변속 범 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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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정해진 각 모드의 변속 범 를 갖는 복합유성기어열의

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기계경로와 유압경로의 속도비

K를 정의하고 K의 함수로 모든 HMT의 구조를 표 할 수 있음을

보 다.K의 함수로 유성기어열의 버를 결정할 수 있다.

의 버에서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를 결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 다.최종 으로 선정한 복합유성기어열의 출력축에는

HMT의 최종 출력축의 속도가 연속 으로 변하기 하여,보조 변

속기의 기어비가 선정되어야 함을 보 다.

본 설계 방법은 특정 설계값을 제시하려는 것이 목 이 아니고,

HMT의 상용화를 한 설계 조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론 인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어비 등을 찾을 수 있는 설

계 방법을 제시한다. 의 설계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HMT

설계 로그램을 제작하 다.

이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1)PGT의 두 유성기어가 아이들 기어 1개를 통해 서로 물려 있

는 구조 II 는 III(그림 4.9(b))으로 HMT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구

조를 구하고,상 크기 비교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5종의 구조를

제안하 다.그 반경 방향의 크기가 복합유성기어열의 최소 기어의

3배 이상 되어야 함을 보 다.

(2)PGT의 두 유성기어가 동일 회 체인 구조 I(그림 4.9(a))로

HMT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복합유성기어열의 반경 방향

의 크기가 최소 기어의 7배 이상 되어야 함을 보 다.

4) 의 설계 방법을 용하여 기어 구조와 기어비를 정하 고,

이런 설계 라미터들로 실제 제작할 수 있는 복합유성기어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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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잇수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Litvin등(2002)이 제시한 증명 방법을 기 로 기어 잇수와 유성

기어 사이의 규칙성을 분석하여 Lynwander(1983)가 제시한 RT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조건을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으로 제시한다.

기존에 알려진 단순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을 한

조건이 필요충분조건임을 증명하 다.이 조건이 필요충분조건임을

이용하여 복합유성기어열로 확장하 다.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을 한 상 계산식을

제시하 다.RT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 배열

을 한 조건을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 수식으로

제시하 다.

제시된 수식은 기존의 수식에 비해 간단하고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본 수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RT를 가지는 복합유성

기어열의 유성기어 등간격으로 배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설계

자는 수식을 만족하는 잇수를 선정하면 추가 인 검토 없이도 RT

를 가지는 복합유성기어열의 유성기어 등배열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모드 HMT용 2단5축 복합유성기어열의

이아웃 설계 방법은 성능기반 설계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3단

이상의 복합유성기어열로 확장하여 모든 복합유성기어열을 검토할

수 있는 이아웃 설계 방법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HMT 이외의 PST에도 용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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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록

8.1.HMT 설계 S/W 사용 매뉴얼

가.머리말

1.설계 상 구조

본 S/W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다모드 HMT를 상으로 한다.

ωin=HMT input speed,ωout=HMT output speed,ωm=speed of

compoundplanetarygeartrainaxisconnectedtomechanicalpath,

ωv=speed ofcompound planetary geartrain axisconnected to

hydraulicpath,ωn=speedofthen
th outputaxis(n)ofcompound

planetarygeartraintobeconnectedtothegearbox,n=numberof

output shafts of compound planetary gear train. rm=speed

reduction ratioofmechanicalpath,r1,r2=speed reduction ratio

beforeandaftervariator,rv=speedreductionratioofvariator

Fig.1Structureofmulti-modeHMT.

주요 설계 변수 K(variatorspeedfactor)의 정의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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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의 최고 속도는 사용하는 variator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며,r1,

r2,rm을 조 하여 임의의 K값을 설정할 수 있다.본 S/W는

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와 기어비 연결 구조를 추천 해주고,그 외에

보조 변속기의 변속비는 HMT 출력축의 속도가 변동 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2.기본 인 이아웃이 정해진 경우

1)표 1을 보고,정해진 이아웃에 합한 형식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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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M

Type2

disassembly

K<1/3 P3 P2 Pv Pm P1 II

N 1/3<K<1 P1 Pm P2 P3 Pv II

O 1<K Pv P3 Pm P1 P2 II

Table1.Locationofinputandoutputshaftsassociatedpractical

CPGTstructure.

System 1

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C Type1

disassembly

1/3<K<1 P2 Pv P3 Pm P1 I

D 1<K Pv P2 P3 P1 Pm I

E
Type2

disassembly

K<1/3 P2 P3 P1 Pm Pv II

F 1/3<K Pv Pm P3 P2 P1 II

System 2

2)그림 2를 보고 K의 략 인 값을 찾음.(Relative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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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PGT 가 작을수록 유리함),선택한 형식의 략 인

크기가 무 클 때는 1)로 돌아가서 형식을 다시 선정한다.

이아웃의 합성과 복합유성기어열의 크기를 복합 으로 고려함.

(a)StructureI

(b)StructureIIandstructureIII

Fig.2.Relativesizeofrespectivecompound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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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 인 Lay-out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만들려고 하는 변속기의 용도에 맞게 그림 3을 보고 형식을

선정한다.

복잡도가 감소하면 구성하는 부품이 어져 조립, 제조비와

신뢰성에 좋은 향을 다.반경 크기가 감소하면 HMT를 보다

간소하게 설계할 수 있다.

Fig.3.Multi-modeHMTcharacteristicsbytype

2)그림 1에서 한 K값을 확인한다.

3)표 1에서 복합유성기어열의 이아웃을 확인하고,그림 1과 복합

으로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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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가 mode

논문의 내용을 숙지한 사람들은 의 guide를 따르지 않고 원하는

임의의 값을 입력한다.

1)입력 값에 따라 표 2와 같은 HMT 구조에 맞는 기어비와

복합유성기어열을 추천한다.

2)기어비가 구 가능한지 설계자가 일일이 단해야 하지만,

S/W가 고려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 해서도 해를 구해 다.

3)기어열의 간섭 등 물리 으로 구 불가능한 경우 “해 없음”(No

solution)을 출력한다.하지만 기어비의 형태로 표 가능한 경우

기어비를 출력해 주고,이 기어비가 제작 가능 한지 여부는

설계자가 단해야 한다.

Table2.LocationofinputandoutputshaftsassociatedCPGT

structure.

System 1

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A

Type1

disassembly

K<1/7 Pm P2 P1 P3 Pv I

B 1/7<K<1/3 P2 Pm P1 P3 Pv II

C 1/3<K<1 P2 Pv P3 Pm P1 I

D 1<K Pv P2 P3 P1 Pm I

E Type2

disassembly

K<1/3 P2 P3 P1 Pm Pv II

F 1/3<K Pv Pm P3 P2 P1 II



- 145 -

T

y

p

e

Lever K Sun1Ring1CarrierSun2Ring2

Assembly

of

CPGT

G

Type1

disassembly

K<1/6 Pm P3 Pv P2 P1 I

H 1/6<K<1/3 P3 Pm Pv P2 P1 II

I 1/3<K<5/9 P3 P1 P2 Pv Pm II

J 5/9<K<1 P1 P3 P2 Pv Pm I

K 1<K<2 P1 Pv Pm P3 P2 I

L 2<K Pv P1 Pm P3 P2 II

M

Type2

disassembly

K<1/3 P3 P2 Pv Pm P1 II

N 1/3<K<1 P1 Pm P2 P3 Pv II

O 1<K Pv P3 Pm P1 P2 II

Sys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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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Data입력.

1)“HMT_design_v2.m”실행

2)가.에서 찾은 system 번호,결합방식과 K의 값을 입력한다.

(1)A는 System 입력

(2)B는 버 분해 방법을 입력

(3)C에 K값를 입력

Fig.4.Theinputwindow ofHMTdesignsoftware.

4.D버튼을 러 계산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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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ata출력.

1)입력 data를 근거로 다음 추천 사항을 출력한다.

(1)복합유성기어열의 구조 (E)

(2)기어비 (F)

(3)복합유성기어열의 연결 계 (G)

(4) 략 인 복합유성기어열의 크기 (J)

2)추천 구조와 기어비를 근거로 HMT의 작동 상태를 출력함.(I)

3)기어비(F)를 근거로 기어 잇수를 선정하기 한 재계산이

가능하다.

A.기어비 (F)는 최소 기어를 1로 표 하여 출력되며,이 값을

사용자가 제작 가능한 잇수로 변경하여 입력하여 제작했을 때의

작동 상태를 재계산(H)할 수 있다.

B.A의 과정을 반복하며,필요 성능과 제조에 맞는 최종 잇수를

선정한다.이 과정에서 잇수를 찾을 수 없다면,K값을 조정하여

다시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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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Theoutputwindow ofHMTdesign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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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HMT 설계 S/W sourcecode

주요 부분 발췌 (원본:http://oredlab.snu.ac.kr/HMT_design.zip)

% ---Executesonbuttonpressinsolve_pushbutton.

functionsolve_pushbutton_Callback(hObject,eventdata,handles)

% hObject handletosolve_pushbutton(seeGCBO)

% eventdata reserved-tobedefinedinafutureversionof

MATLAB

% handles structure with handles and user data (see

GUIDATA)

globalPGT_T_num type_PGT;

globalK;

globallever_index;

globalM;

system_type=0;

PST_type=0;

K=get(handles.K_edit,'String');

K=str2double(K);

if(get(handles.system1,'Value'))

system_type=1;

end

if(get(handles.system2,'Value'))

system_type=2;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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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get(handles.type1,'Value'))

PST_type=1;

end

if(get(handles.type2,'Value'))

PST_type=2;

end

if(system_type==1)

R_positon_lever(1,1)=0;

R_positon_lever(2,1)=-1;

R_positon_lever(3,1)=-1/(K+1);

R_positon_lever(4,1)=1/(3*K-1);

R_positon_lever(5,1)=-1/(3*K+1);

end

if(system_type==2)

R_positon_lever(1,1)=0;

R_positon_lever(2,1)=-1;

R_positon_lever(3,1)=1/(K-1);

R_positon_lever(4,1)=-1/(3*K+1);

R_positon_lever(5,1)=1/(3*K-1);

end

[R_positon_lever_sort,sort_num]=sort(R_positon_lever);

fori=1:5

R_positon_lever(sort_num(i),2)=i;

end

R_positon_lever_sort(:,2)=sort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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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positon_lever_sort(3,3)=3;

if(PST_type==1)

if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

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1,3)=1;

R_positon_lever_sort(4,3)

=2;

PGT_ratio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s=-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else

R_positon_lever_sort(1,3)=2;

R_positon_lever_sort(4,3)=1;

PGT_ratio1=(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1,1)-R_positon_lever_sort(3,1));

Rs=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end

if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

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2,3)=4;

R_positon_lever_sort(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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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T_ratio2=(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s=Rs*-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else

R_positon_lever_sort(2,3)=5;

R_positon_lever_sort(5,3)=4;

PGT_ratio2=(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Rs=Rs/(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end

end

if(PST_type==2)

if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

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1,3)=1;

R_positon_lever_sort(5,3)=2;

PGT_ratio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s=-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else

R_positon_lever_sort(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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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positon_lever_sort(5,3)=1;

PGT_ratio1=(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1,1));

Rs=R_positon_lever_sort(5,1)-R_positon_lever_sort(3,1);

end

if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

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2,3)=4;

R_positon_lever_sort(4,3)=5;

PGT_ratio2=(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s=Rs*-1/(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else

R_positon_lever_sort(2,3)=5;

R_positon_lever_sort(4,3)=4;

PGT_ratio2=(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R_positon_lever_sort(3,1)-R_positon_lever_sort(2,1));

Rs=Rs/(R_positon_lever_sort(4,1)-R_positon_lever_sort(3,1));

end

end

Zs1=1;

Zr1=PGT_rat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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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1=(Zr1-Zs1)/2;

Zs2=((PGT_ratio1-1)/2+1)/((PGT_ratio2-1)/2+1);

Zr2=PGT_ratio2*((PGT_ratio1-1)/2+1)/((PGT_ratio2-1)/2+1);

Zp2=(Zr2-Zs2)/2;

if(Rs>0)

M=1;

Zp1_1=Zp1;

Zp2_1=Zp2;

temp=Zp1*Zs2/Zs1/Zp2

if(abs(Rs/temp-1)<0.001)

type_PGT=3;

else

type_PGT=4;

end

end

if(Rs<0)

M=Rs*Zs1*Zp2/Zp1/Zs2;

Zp1_1=Zp2/M*-1;

Zp2_1=Zp1*M*-1;

if(Zp1_1>Z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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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1_1=0;

end

if(Zp2_1>Zp1)

Zp2_1=0;

end

if(Zp1_1>Zp2_1)

Zp2_1=Zp1_1;

type_PGT=1;

else

Zp1_1=Zp2_1;

type_PGT=2;

end

if(Zp1_1==0)

type_PGT=5;

end

end

PGT_T_num=[Zs1,Zr1,Zp1,Zp1_1,Zs2,Zr2,Zp2,Zp2_1];

s=minmax(PGT_T_num);

PGT_r_Size=s(2)/s(1);

R_positon_lever_sort(:,1)=[];

lever_index=R_positon_lever_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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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_design_v2_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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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DesignMethodof2-stageand5-axis

CompoundPlanetaryGearTrainfora

Multi-modeHydro-mechanicalTransmission

DongGukSim

Abstract

Theneed ofdeveloping multi-modeHMT isrising dueto

enlargement,gentrification,demandofhigh-efficiencyandconvenience

etc.oftractors.Becausemulti-modeHMT holdsmorethanone

input shaft and output shaft,the structure is complicated

comparedtothoseexistingmechanicalmulti-stagetransmissions

whichonlyhavesingleinputshaftsandoutputshafts.Therefore,

moretimeisrequiredindesigning.Themethodoffinding all

structures of compound planetary gear which meet the

requirementofdesigningmulti-modeHMT isproposedbasedon

2-stageand5-axiscompoundplanetarygeartrain.Theresultof

applyingthedesignmethodonto2-stageand5-axiscompound

planetarygeartraincanbeorganizedasthefollowing.

A regulationwhichcouldbegenerallyusedonallcompound

planetary geartrain structuresisnecessary in ordertoapply

performancebasedmethodofdesignontomulti-modeHM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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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suchregulation,thecharacteristicofsingle-modeHMT has

beenanalyzedandcomprehendedsoitcouldbeappliedonto

multi-modeHMT.

Requirementsformulti-modeHMT tobecommercializedhave

been proposed and the method ofdeciding range ofspeed

reduction ratio ateach mode from this condition has been

suggested.This thesis explains that structure of compound

planetarygeartrainandgearratioaredeterminedbyK which

representsthespeed rateofboth inputshaftson multi-mode

HMT and also demonstratesthatstructureand gearratioof

compound planetary gear train which agree to the design

condition can be computed by using lever analogy. Every

methodtoform HMT withthestructureoftwoplanetarygears

from thetwoplanetarygeartrainsholdingeachotherbyanidle

gearhasbeen obtained and 5 types ofmode which can be

commercializedbycomparingrelativesizeshavebeenpresented.

Thesizeofradiuscoursehastobeatleast3timesbiggerthan

the compound planetary geartrain’s smallestgear.How two

planetarygearsfrom twoplanetarygeartrainsform HMT asa

singlerevolutionbodystructureisproposedandfiguresthatthe

sizeofradiuscourseofthiscompoundplanetarygeartrainhas

tobeatleast7timesbiggerthanthesmallestgear.Thedesign

program which automates the design method is produced by

utilizingMATLAB’sGraphicUserInterface.

Also, a design formula to satisfy equidistant interval



- 159 -

arrangementof2-stage and 5-axis compound planetary gear

train’splanetarygearandregistryteethissuggestedtodecide

thedesign formulaby gearratioofcompound planetary gear

train.

Keywords :Multi-modeHMT,Compoundplanetarygeartrain,Leveranalogy,

designformulaofcompoundplanetarygeartrain

StudentNo.:2009-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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